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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귀농은 처음이지? 청년농업인 김종윤
2021.12.03 조회수 394 등록자이명신

청년농업인 김종윤 씨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키우는 소와 함께 자라온 종윤씨는 답답하게 묶여 있던 도시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리하여 귀농을 결심한 그는 귀농4년만에 원격가동 축사를 지어 번식우 200두를 책임지고 있고 여전히 앞을 보고 달리는 중이

다

IMF여파로 2-300두였던 아버지의 소들은 그 수가 확연히 줄어 종윤씨는 보통과 같이 가업을 물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축

산업의 발판을 닦아야 했다. 축사를 만들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은 사료배달을 했고 농번기에는 이집저집 다니면서 일을 했다. 후계

농업경영인을 준비하면서 인턴생활을 했고 비육우 전문가에게 6개월동안 실습을 받으면서 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나주시에

는 4-H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여러 학습단체가 있다. 그중 4-H연합회는 수도작, 과일, 원예,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모임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며 김종윤씨

는 보다 성장할 수 있있다고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축사 지을 땅을 마련하고 자동급여시스템, 지붕자동개폐기 등과 같은 스마트시스템을 도입, 활용

하여 그는 축사 밖의 일을 할 때에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축사 생활이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다. 하루 평균 수면시

간이 4시간 정도인 그의 일상은 새벽4시에 소사료를 주는등, 소의 상태확인 우시장에 방문해 소들의 입출하를 돕고 축사로 돌아

와 축사관련 일을 처리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올해 8월, 그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의 도움으로 (하이 호우 호우)육가공 유통전문점을 시작했다. 축산업의 경우 중간

마진 비율이 높은 편이라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좋은사료 좋은 풀을 먹인 좋은 소를 소비자에게 직접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서 육가공 플랫폼을 만들었다. 

종윤씨는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귀농귀촌을 하여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잊지말고 나아갈 것을, 그리고 익숙했던 도심을 떠나는 것이 걱정도 되겠

지만 떠나올 이 곳엔 서로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공동체가 있으니 함께 어울려 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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