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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돈 버는 홍천농업 실현
- 고품질 홍천사과 품질 경쟁력 제고: ('11) 11 → ('18) 120ha
※ 제3회 홍천사과 한마당 개최: 520백만원 판매
※ Envy사과: ('18) 8ha → ('20) 50ha

- 홍천 대표과일 대홍복숭아 단지조성: ('11) 3 → ('18) 18ha
※ 홍보․판매 행사 5회, 선과장 270㎡ 신축

- 홍천명이 등 산채 138ha, 구기자 11ha, 클로렐라 부추 13ha
○ FTA 대응 신소득작목 및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 신소득작목 발굴 보급: 왕대추·체리 등 10종 ('13) 0.6 → ('18) 32.4ha
- 식량작물 생산․유통연계 직거래 장터: 2개단지 184ha
- 고향찰벼 특산단지 47ha, 친환경유기단지 185ha
-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95ha,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5ha
- 생분해 비닐 10ha, 생력화 드론방제시범 100ha
- 과채류 미생물방제 8개소, 스마트관개시스템 10개소
- 연작장해개선(코코피트) 30동, 시설토양 병해 경감 24동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 지원 및

농촌 활력증진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76톤/6종
- 농식품 가공교육 2과정 270명, 홍총떡관광상품화(메밀) 20톤
-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14) 24 → ('18) 36개소
- 노인복지․장수마을 2개소(도평가 대상), 교육농장 6개소(도평가 대상)
※ 2019특산자원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사업비 10억원)

- 농촌교육농장 중심 체험관광 활성화: 191회 5,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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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농업현장 서비스 확대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
- 농업미생물 352톤, 친환경자재 105톤, 입상미생물 34톤
- 토양･농약잔류 등 친환경 종합분석 처방: 6개분야 5,000점
○ 경영비 절감·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지소(임대사업장) 확대: 2지소 → 3지소
- 농기계 임대 6,000건, 순회수리 214마을, 농작업 대행 151건
※ 농기계임대사업평가(농림축산식품부)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 200백만원

- 농기계안전사용 기술교육: 3과정 201명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맞춤형 교육: 16개분야 9,856명
※ 농업인대학: 3과정 85명 (기초농업 29, 사과 27, 농식품창업 29)

- 품목별 농업연구회: 18개회 1,263명
○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예비귀농·귀촌인 양성(25세대 33명)
※ 교육 수료후 우리군 정착: 11세대 20명

- 귀농·귀촌 창업지원: 54명 11,877백만원
- 귀농·귀촌 주택지원: 39명 2,780백만원
○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 도단위 최우수

 반 성
○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지속가뭄 등 영농 이상기후에 따른 현장
실천기술 미흡
→ 이상기후 사전 예측과 현장적용 기술보급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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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
1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 농업여건 변화와 영농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
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중점추진방향
○ FTA에 대응한 홍천농업의 경쟁력 제고 기술지원 강화
- 농가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경영진단 및 현장 기술지원
-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신속한 보급
- 친환경농업기술 확산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기술보급

○ 농업·농촌의 6차산업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 지역특화농산물 6차 산업화 개발기술 상품화
- 신소득작목 지역 적응성 검증 및 보급 확대
-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 지원

○ 농업인 현장 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창조적 인력 양성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강화로 농업 기계화율 제고
- 농업 미생물 생산보급,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 강화
- 농업현장 중심의 새기술 실천교육으로 핵심인력 양성
-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귀농·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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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농업인 소득향상과 고객만족 농촌지도사업 전개

추진과제

추진전략

• 식량작물 소득안정 생산기술 보급
FTA에 대응한 홍천

•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 기술 지원
• 병해충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지역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농업･농촌의
• 신소득작목 지역 적응성 검증 및 보급 확대
6차 산업화 촉진
•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

•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 강화
농업인 현장애로

•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추진

사항의 신속한 해결

• 홍천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
•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 및 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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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지표
목

표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지

표

2018년

2019년

◦ 고품질·경영비절감 기술보급

215ha

230ha 신규시책

◦ 밭작물 안정생산 생력화 지원

180ha

196ha

◦ 고품질 품종 재배

93%

95%

◦ 벼 우량종자 공급

85%

95%

◦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8개소

◦ 홍천산채 특산화

139ha

140ha

◦ 오미자 경쟁력 제고

106ha

106ha

11.8ha

12.8ha

◦ 구기자 특화단지 육성
기후변화 대응

◦ 홍천과수 육성

과수 및 신소득
육성

◦ 신소득작목 육성

190ha

15개소 신규시책

209ha 신규시책

26ha

32ha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

7,500점

7,000점

지원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 지원

1,000톤

700톤

◦ 지속가능한 6차산업 기반조성

9개소

12개소

◦ 누구나 살고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5개소

6개소

4,350명

4,800명

350명,
4개소

350명,
5개소

◦ 농기계 순회정비 교육

80회

70회

◦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

6,000건

6,200건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현장밀착형

비고

◦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
◦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농업 기계화 사업
강화
농업 전문인력
육성

◦ 품목별 전문교육(홍천농업인대학)

3과정

4과정 신규시책

◦ 청년·학교 4-H 육성

600명

650명

25세대
33명

28세대
35명

182명

259명

25명

30명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안정적
귀농·귀촌 지원 ◦ 도시민유치 및 귀농인 정착지원
◦ 귀농귀촌 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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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
합계
역점

주요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49개 사업

2019년
총사업비

재 원 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계

14,839.2 14,839.2 1,328.4 464.3 10,039.7 3,006.8

◦ 쌀고품질및경영비절감 기술보급시범

166

166

50

작물 ◦ 고품질 안정생산․비용절감기술보급

418

418

116

88

◦ 딸기+애플수박 체험농원 조성시범
◦ 과수 신기술 보급 시범

시책

◦ 노동력 절감 병해충 방제 지원

◦ 홍천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

209

48

88

44

44

240

240

192

48

432

432 157.5

173.3

91

45

10.2

140

140

2,379

2,379

125

28

2,226

◦ 도시민 유치지원

180

180

90

18

72

◦ 귀농인 정착지원

76

76

38

38

231

231

◦ 귀농귀촌 멘토링 운영

20

20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30

◦ 신육성 품종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책

3

40

경작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발전

113

40

◦ 농기계 순회정비 교육

비고

기타

20

140

231
8

30

15

15

132.7

132.7

6.5

75.7

94

94

47

◦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425

425

77

30

215

103

◦ 고랭지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

259

259

0

0

130

129

1,365

1,365

◦ 재해예방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252

252

◦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시험

132

132

67

◦ 친환경농업 입상미생물생산센터 운영

362

362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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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책

20

2

◦ 홍천과수 신소득작목 육성

신규
시책

10

50.5

47

150 102.9

702.6 409.5
133.2 118.8
65

신규
시책

구분

사

업

명

2019년
총사업비

재 원 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계

◦ 지역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 상품화

638

638

200

◦ 농촌공간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

200

200

85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강화

552

552

◦ 농기계 안전교육

24

24

12

12

◦ 품목별 장기교육

59

59

16

43

446

446

226

220

60

60

30

30

◦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 조성

168

168

84

84

◦ 산채 품질향상 기반조성

178

178

89

89

◦ 홍천산채 부가가치 향상지원

181

181

91

90

◦ 오미자 포장재 및 품질향상 기술 지원

393

393

196

197

95

95

48

47

◦ 홍천과수 품질향상 기술 지원

2,058

2,058

◦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

414.4

414.4

◦ 농업용 액상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553.6

553.6

175

175

35

50

50

25

167.7

167.7

3.5

62.6

62.6

2.3

60.3

◦ 농업인 소규모창업 및 품질개선 지원

210

210

25

105

80

◦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 육성

208

208

0.8

5.5

151.7

50

209.6

209.6

15.5

183.6

10.5

32

32

16

16

◦ 농업인 역량강화 단·중기 교육

70.3

70.3

2

68.3

◦ 신규농업인 및 농심함양 교육

21.5

21.5

7.5

14

연례
◦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
반복
작물 ◦ 우량종자 생산 지원․공급

◦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 농촌노인 활력화 장수기반 조성
◦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조성
◦ 생활개선회 육성
◦ 농촌여성 전문능력 강화

◦ 미래농업후계인력 육성
◦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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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70

비고

기타
5

115
552

47.2 1,046.3 964.5
18

396.4
553.6
31.5

108.5
25

6

133.2

25

신규
시책

구분

사

업

명

2019년
총사업비

재 원 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계

◦ 지역농업·농촌 활성화 리더육성 교육

75

75

◦ 농업비즈니스 역량 강화

60

60

25

30

15.8

15.8

12.8

3

◦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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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타

75
5

3. 201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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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1. 홍천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
○ 저비용∙고품질 쌀 기술보급 확산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쌀 고품질 및 경영비절감 기술보급 시범 (신규⋅역점)
○ 사업개요: 3개사업 166백만원(국비 50, 군비 113, 자부담 3)
-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농업용 드론, 비료, 항공 살포용 병해충방제 자재 지원(25~35ha)
- 경관용 유색벼 시범단지: 60백만원(군비 60)
§ 유색벼를 이용한 팜아트(Farm-Art) 조성으로 우리군 관광 브랜드화
- 볍씨발아기 확대보급 시범: 20대 6백만원(군비 3, 자부담 3)
§ 온탕 소독처리로 키다리병 발생 경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농가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10월)

2018

2019

볍씨발아기 보급: 21대

볍씨발아기 보급: 20대

 신육성 품종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 (발전)
○ 사업개요: 3개사업 180ha 132.7백만원(도비 6.5, 군비 75.7, 자부담 50.5)
-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 180ha 101백만원(군비 50.5, 자부담 50.5)
§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방제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7톤 21.7백만원(도비 6.5, 군비 15.2)
§ 정부보급종 1포(20㎏)당 5,000원 지원
- 벼 채종 자율교환증식포 운영: 4품종 10백만원(군비 10)
§ 벼종자의 자급체계 구축 채종포 운영, 종자･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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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농가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10월)

2018

2019

벼 채종단지육성: 168ha

벼 채종단지육성: 180ha

보급종 차액지원: 84.7톤

보급종 차액지원: 87톤

2.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구매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업환경 생태계 보전 및 소득향상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사업 203ha 446백만원(군비 226, 자부담 220)
-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 시범단지: 200ha 440백만원(군비 220, 자부담 220)
§ 소비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쌀(무농약, 유기농) 생산 지원
- 친환경벼 증식포 운영: 3ha 6백만원 (군비 6)
§ 친환경 벼종자의 자급체계 구축 채종포 운영, 종자･자재 지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농가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9월)

2018

2019

유기농쌀 생산단지: 185ha

유기농쌀 생산단지: 200ha

친환경벼 증식포: 2.7ha

친환경벼 증식포: 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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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
○ 밭작물 비용절감·생산성향상·자급률 제고·품질고급화 기술 보급
○ 지역명품 찰옥수수 종자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확대로 민원 해소

 고품질 안정생산·비용절감 기술 보급 (신규·역점)
○ 사업개요: 7개사업 45ha 418백만원(국비 116, 도비 45, 군비 209, 자부담 48)
-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5ha 60백만원(국비 30, 군비 30)
§ 시각적, 건강 향상을 위한 칼라패키지 간편식 제품 개발
-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12백만원(국비 6, 군비 6)
§ 농진청에서 개발한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지원
-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 3ha 60백만원(국비 30, 군비 30)
§ 전자동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집형감자수확기 등
-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2~4ha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배수불량 논의 암거배수 지원을 통해 콩·옥수수 등 밭작물 재배
- 자체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시범: 5ha 50백만원(도비 15, 군비 25, 자부담 10)
§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생력기계, 종서, 농자재 등
-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10ha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우리도 자체육성 황금잡곡(조,수수,기장,콩 등) 종합기술투입
- 생분해비닐 활용시범: 20ha 36백만원(군비 18, 자부담 18)
§ 생분해비닐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추진･평가(4 ~ 10월)

 우량종자 생산 지원·공급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사업 51ha 60백만원(군비 30 자부담 30)
-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 11ha 20백만원(군비 10 자부담 10)
§ 명품화작목 옥수수종자 안정적 생산 및 수요량 100% 공급
- 콩⋅팥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시범: 40ha 40백만원(군비 20 자부담 20)
§ 콩⋅팥 채종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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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획
- 채종면적 협의(1월), 생산농가 교육(3월), 포장검사(7 ~ 8월),
수매･종자검사(10~12월), 대농업인 종자공급(2019년 1 ~ 5월)

2018

2019

찰옥수수 채종단지: 11ha

찰옥수수 채종단지: 11ha

콩 채종단지: 33ha

콩⋅팥 채종단지: 40ha

4.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노동력 절감 병해충 방제지원 (신규·역점)
○ 사업개요: 2개사업 88백만원(군비 44, 자부담 44)
-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 200ha 70백만원(군비 35, 자부담 35)
§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를 통한 신기술 투입 및 생산비 절감
- 벼 잡초방제 시범: 18백만원(군비 9, 자부담 9)
§ 제초제살포기 10대, 우렁이 10ha 지원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월), 병해충 예찰(연중), 방제지원(연중), 평가(10~12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 방제지원 (발전)
○ 사업개요: 3개사업 192ha 22개소 94백만원(국비 47, 군비 47)
-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2개소 18백만원(국비 9, 군비 9)
§ 예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70백만원(국비 35, 군비 35)
§ 검역병해충(과수세균병) 170ha, 돌발병해충(과수) 22ha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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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 관찰포: 20개소 6백만원(국비 3, 군비 3)
§ 작목별(4) 작황조사 및 병해충 발생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지원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월), 병해충 예찰(연중), 방제지원(연중), 평가(10~12월)

2018

2019

예찰포⋅진단실 운영: 2개소

예찰포⋅진단실 운영: 2개소

농작물 병해충 방제: 148ha

농작물 병해충 방제: 192ha

병해충 관찰포: 20개소

병해충 관찰포: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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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1.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
○ 원예·특작 재해예방 기술보급을 통한 안정생산과, 친환경 재배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고랭지 지역 기후를 활용한 다양한 작목 발굴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발전)
○ 사업개요: 8개사업 425백만원(국비 77, 도비 30, 군비 215, 자부담 103)
- 유기농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 3ha 50백만원(국비 25, 군비 25)
-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해결위한 킬레이트 활용: 1개소 35백만원(국비 17, 군비 18)
§ 시설원예 염류집적지 킬레이트(DTPA, 구연산) 활용 염류제거
- 버섯 병재배 오염균 저감 기술보급: 1개소 30백만원(국비 15, 군비 15)
-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1개소 40백만원(국비 20, 군비 20)
§ 연동하우스 보온성 향상 및 온실내 습도 환경개선
-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 1개소 56백만원(도비 15, 군비 30, 자부담 11)
§ 종묘, 수막 및 보온시설,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 생산기반 조성
-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1개소 50백만원(도비 15, 군비 25, 자부담 10)
§ 냉수 자동살수, 쿨네트, 유동팬, 차광도포제, 저압 포그시설 등
- 비닐대체 액상멀칭 실증: ５ha 14백만원(군비 7, 자부담 7)
- 시설하우스 토양병해 경감: 100동 150백만원(군비 75, 자부담 75)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12월)

2018

2019

신기술 보급: 5개사업

신기술 보급: 8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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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발전)
○ 사업개요: 7개사업 259백만원(군비 130, 자부담 129)
- 고랭지 무청 품질개선 실증: 1ha 30백만원(군비 15, 자부담 15)
- 양채류 포장재 지원: 25,000매 30백만원(군비 15, 자부담 15)
- 무청 포장재 지원: 31,250매 50백만원(군비 25, 자부담 25)
- 고급 과채류 2모작 재배: 2개소 20백만원(군비 10, 자부담 10)
- 고랭지 2모작 재배: 1개소 1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더덕 멀칭자재 지원: 10ha 15백만원(군비 8, 자부담 7)
- 더덕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30대 14백만원(군비 7, 자부담 7)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12월)

2018

2019

작목 발굴 수: 6작목

작목 발굴 수: 6작목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 조성 시범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사업, 168백만원 (군비 84, 자부담 84)
-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조성 시범: 1개소, 102백만원 (군비 51, 자부담 51)
§ 2중하우스 0.2ha, 차광시설 0.5ha, 자동개폐 0.3ha
§ 부추 탈피기, 동력운반차, 고압 동력분무기 등 생력화장비 지원
- 부추 포장재 지원: 54,000매 66백만원 (군비 33, 자부담 33)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9월)

2018

2019

고품질 부추단지 조성: 13.5ha

고품질 부추단지 조성: 14.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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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애플수박 체험농원 조성시범(신규)
○ 사업개요: 1개사업, 240백만원 (군비 192, 자부담 48)
- 수타사 등 관광지 연계 체험농원 조성으로 관광활성화 및 소득 증대
- 연동하우스 및 딸기 고설재배 베드설치, 종묘 등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4월), 대상자 선정(5월), 사업추진 및 평가(5 ~ 12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반영

2. 홍천산채 특산화
○ 고급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으로 지역 특화작목 정착

 산채 품질향상 기반조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3개사업 178백만원(군비 89, 자부담 89)
- 산채 재배단지 조성: 1ha, 80백만원(군비 40, 자부담 40)
§ 신품종 곰취(쌈마니, 곰마니, 다목이, 곰마니), 눈개승마 등
- 산채 생산장비 지원: 2,000개 65백만원(군비 33, 자부담 32)
§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반조성, 재배기술 등(0.5ha)
- 산채 관수시설 지원: 11개소 33백만원(군비 16, 자부담 17)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1월)

2018

2019

산채 재배단지 조성: 1ha

산채 재배단지 조성: 1ha

산채 관수시설: 56개소

산채 관수시설: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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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산채 부가가치 향상지원 (연례반복)
○ 사업개요: 4개사업 181백만원(군비 91, 자부담 90)
- 산채 포장재 지원: 84,000매 94백만원(군비 47, 자부담 47)
§ 홍천산채 브랜드화를 위한 산채이플 및 홍천산채 박스 지원
- 산채 가공장비 지원: 720개 33백만원(군비 17, 자부담 16)
- 산채 가공시설 지원: 8개소 24백만원(군비 12, 자부담 12)
- 산채 포장작업실 지원: 12동 30백만원(군비 15, 자부담 15)
§ 산채 유통기반 구축으로 신선도 등 품질향상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1월)

2018

2019

산채 포장재 지원: 100천매

산채 포장재 지원: 84천매

산채 가공시설 지원: 8개소

산채 가공시설 지원: 8개소

3. 홍천오미자 경쟁력 제고
○ 홍천오미자 고품질 생산 및 가공으로 농가 소득 안정 기반 구축
- 생과 품질 향상 및 가공 상품화 확대로 소득증대

 오미자 포장재 및 품질향상 기술 지원 (연례반복)
○ 사업개요: 5개사업 393백만원 (군비196, 자부담197 )
- 오미자 포장재 지원: 140천매 140백만원 (군비 70, 자부담 70)
§ 홍천오미자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단일브랜드 포장재 지원
- 오미자병해충관리자재공급: 3,000개 90백만원 (군비 45, 자부담 45)
§ 친환경 병해충 관리자재를 활용한 홍천오미자 고품질 생산
- 오미자 가공상품화 개선지원: 100기 60백만원 (군비 30, 자부담 30)
§ 오미자청 품질 향상을 위한 발효 스텐용기 지원(300ℓ/기)
- 오미자 수확기구 지원: 5,500개 33백만원 (군비 16, 자부담 17)
§ 노동력 절감용 수확기 지원
- 23 -

- 오미자 건조기 지원: 20대 70백만원 (군비 35, 자부담 35)
§ 건오미자 생산용 건조기 지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7 ~ 11월)

2018

2019

오미자 포장재 지원: 140천매

오미자 포장재 지원: 140천매

오미자 가공상품화 장비: 100기

오미자 가공상품화 장비: 100기

4.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시범
○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3개사업 95백만원 (군비 48, 자부담 47)
- 구기자 신규포장 조성 시범: 1ha, 40백만원(군비 20, 자부담 20)
§ 구기자 지주 및 관수시설 지원
- 구기자 건조기 지원: 10대 35백만원(군비 18, 자부담 17)
§ 수확 후 판매량 확대를 위한 건구기자 생산 건조기 지원
- 구기자 포장재 지원: 50천매 20백만원 (군비 10, 자부담 10)
§ 홍천구기자 브랜드 강화를 위한 단일 포장재 지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1월)

2018

2019

구기자 신규포장 조성: 1.3ha

구기자 신규포장 조성: 1.0ha

구기자 건조기 지원: 15대

구기자 건조기 지원: 10대

구기자 포장재 지원: 50천매

구기자 포장재 지원: 50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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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
1. 홍천과수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사과·복숭아 등) 육성
○ 신기술 보급 및 생력화기반 조성으로 특화작목 정착

 과수 신기술 보급 시범 (신규·역점시책)
○ 사업개요: 4개사업 432백만원(국 123.5, 기 34, 도 10.2, 군 173.3, 자부담 91)
-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전시포 조성: 70백만원(국비35, 군비 35)
§ 품종별 묘목식재, 관수 등 기반조성 등 0.3ha
-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2ha 150백만원 (국 75, 군 75)
§ 국내육성품종 묘목, 생산기반조성 등
- 고품질 과수 현대화시설: 10ha 170백만원(기 34, 도 10.2, 군 40.8, 자부담 85)
§ 미세살수장치 10개소, 조수류퇴치기 10개소
- ICT 활용 과수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범 : 42백만원(국 13.5, 군 22.5, 자부담 6)
§ ICT활용교육 2회,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시설 1개소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홍천과수 신소득작목 육성 (발전)
○ 사업개요: 4개사업 1,365백만원(국비 150, 도비 102.9, 군비 702.6, 자부담 409.5)
- 사과 시범단지 조성: 13.5ha 405백만원(군비 202.5 자부담 202.5)
§ 관수시설 설치 및 묘목 식재
- 대홍복숭아 명품브랜드 육성: 350백만원(국비 150 군비 200)
§ 비파괴당도선별기(프리트레이방식) 1대, 저온저장고 1대
- 사과 명품과원 조성: 7ha 490백만원(도비 102.9 군비 240.1 자부담 147)
§ 녹비작물재배, 암거배수·지주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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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복숭아 Y자 지주재배시범: 120백만원(군비 60 자부담 60)
§ 대홍복숭아묘목, Y자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사과 재배단지: 13.0ha

사과 재배단지: 13.5ha

대홍복숭아 Y자지주: 2.0ha

대홍복숭아 Y자지주: 2.0ha

 홍천과수 품질향상 기술 지원 (연례반복)
○ 사업개요: 11개사업, 2,058백만원(도비 47.2 군비 1,046.3 자부담 964.5)
- 과수 경쟁력 제고: 1ha, 50백만원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25)
§ 과수원 구조개선 및 품질향상 시설
-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 7대, 140백만원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70)
§ 고소작업차 7대
- 과수 저온저장시설: 5동, 125백만원 (도비 18.7 군비 43.8 자부담 62.5)
§ 과수 저온저장고 33㎡/동
- 과수 품질향상 시범: 4과종, 360백만원 (군비 180 자부담 180)
§ 선도유지제 360개, 반사필름 228롤, 저장고가습기 25개 등 9종
- 과수 생력화 시범: 4과종, 864백만원(군비 432 자부담 432)
§ SS기 11대, 고소작업차 17대, 제초기 3대 등 8종
- 과수 포장재 개선 시범: 4과종, 360백만원(군비 180 자부담 180)
§ 과종별 규격박스 26종 222,600매
- 과수 생육촉진 기능성 자재 시범 : 30백만원(군비 15 자부담 15)
§ 배 안전과실생산 자재 2종 1,500개
-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 및 판매: 9회, 60백만원(군비 60)
- 고품질사과 현장컨설팅 추진: 10회 400명, 20백만원 (군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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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재배 및 전정 전문가 양성: 5회 20명, 30백만원 (군비 30)
- 홍천사과 병해충 방제력개발: 1종, 19백만원(군비 19)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과수 품질향상 자재: 6종

과수 품질향상 자재: 9종

과수 생력화 장비: 6종

과수 생력화 장비: 8종

과수 포장재 지원: 200천매

과수 포장재 지원: 222천매

사과 현장 컨설팅: 9회 360명

사과 현장 컨설팅: 10회 400명

 재해예방 과실 안정생산기술 보급 (발전)
○ 사업개요: 2개사업 252백만원(군비 133.2, 자부담 118.8)
- 과수재해․조수해 예방시범: 4과종, 216백만원(군비 108, 자부담 108)
§ 조류퇴치기 12대, 인공수분기 8대, 관정 11개소 등 5종
- 과수 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 30개소, 36백만원(군 25.2, 자부담 10.8)
§ 예찰컨설팅 및 예찰트랩 30개소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2019
1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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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20ha

◦ 관정 지원

11공

2.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확대
○ 신소득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 소득화 촉진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시험 (신규․발전)
○ 사업개요: 3개사업, 132백만원 (군비 67, 자부담 65)
- 기능성 소과류 유통기반 조성: 50천매, 50백만원(군비 25, 자부담 25)
§ 포장재 및 출하용기: 50천매 50백만원(군비 25, 자부담 25)
-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시범: 8개소, 80백만원 (군비 40, 자부담 40)
§ 특수작목 묘목 등 자재지원 및 재배적응 시험
-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 1개소, 2백만원 (군비 2)
§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자재(종자, 육묘트레이, 비닐 등)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9월)

2018

2019

신소득작목 재배: 5ha

신소득작목 재배: 6ha

소과류 생산기반 확충: 2ha

소과류 생산기반 확충: 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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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환경·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
1.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
○ 토양 이화학성 정밀 검정 및 적정 시비처방으로 건전한 농업환경 유지
○ 농업환경 종합분석ㆍ지원으로 농가애로사항 해결 및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사업 7,000점, 414.4백만원(국비 18, 군비 396.4)
- 농업환경ㆍ농산물안전성 분석: 7,000점 394.4백만원(국비 18, 군비 376.4)
§ 토양, 토양중금속, 식물체, 가축분뇨발효액비 분석: 6,100점
※ 홍천군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포함(530점)
※ 논농업직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지 토양검정포함(220점)
※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 자료입력 및 정보제공: 4,800건
§ 농업용수, 농산물잔류농약(320성분) 분석: 900점
- 농업환경분석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1건, 20백만원(군비)
§ 토양시료건조기 구입(토양분석전처리)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월), 장비보강(2 ~ 5월),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연중)

2018

2019

토양 및 일반검정: 4,436점
흙토람 자료입력ㆍ관리: 5,000점

토양 및 일반검정: 6,100점
흙토람 자료입력ㆍ관리: 4,800점

농업용수ㆍ농산물안전성 분석: 563점

농업용수ㆍ농산물안전성 분석: 9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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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 지원
○ 농업인 요구도 높은 유용미생물 공급확대로 친환경농법 실천 확산
○ 친환경미생물 이용성 증대로 환경오염방지와 생활환경 구현 기반 구축

 농업용 액상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사업 500톤 553.6백만원(군비)
- 액상미생물생산센터 운영: 500톤 553.6백만원(군비)
§ 액상미생물제(9종) 및 BM활성수 생산공급(8개 공급소): 400톤
§ 입상미생물제 생산용 고농도 액상미생물제 생산: 95톤
§ 농업용 액상미생물 배양시스템 장비시설 유지보수
§ 미생물제제 효능검증 분석 및 현장실증시험 적용 지속적 관리
- 클로렐라 종균 생산 공급: 5톤
§ 클로렐라 종균 배양 및 작목별 이용기술 지도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월), 농업용 액상미생물 활용지원 및 장비관리(연중)

2018

2019

액상미생물· 친환경농자재: 457톤

액상미생물·친환경농자재: 495톤

클로렐라 종균 생산 공급: 1.3톤

클로렐라 종균 생산 공급: 5톤

유용미생물공급소 운영: 7개소

유용미생물공급소 운영: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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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입상미생물센터 운영 (발전)
○ 사업개요: 1개사업 200톤 362백만원(군비)
- 입상미생물제 생산 보급: 200톤(토양용 100, 가축용 100)
§ 주요시설관리: 출하보관동(1식), 생산플랜트(2식), 원료보관동(1식)
§ 입상미생물제 생산공급: 2종(토양미생물복합제,가축용복합생균제)
§ 농업용 입상미생물 생산시스템 장비시설 유지보수
§ 입상미생물제 생산공정별 생균수 검증으로 발효조건 확립
§ 검증 전처리, 순수분리, 기기분석 등 정확성 및 재현성 평가
§ 효과: 토양지력증진, 염류장해개선, 소화효율 증대, 분뇨 악취저감 등
○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 등록
- 사료성분등록(Bacillus subtilis 1×106 cfu/g이상): 2018.3.15.(가루·펠렛)
- 비료생산등록(Bacillus subtilis 1×106 cfu/g이상): 2018.3.22.(가루·펠렛)
○ 입상미생물제 공급
- 공급가격 : 토양용 7,000원/20kg/포, 축산용 8,000원/20kg/포
- 공 급 량 : 신청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공급
§ 토양용 : 기준공급량 60kg/10a(10a이하 100%, 10a이상 30%)
§ 축산용 : 총 사료구입량의 0.2% ~ 1%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월), 생산시설 운영･생산･공급 및 장비관리(연중)

2018

2019

입상미생물제 생산보급: 33.8톤

입상미생물제 생산보급: 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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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1. 지속가능한 6차산업 기반조성
○ 홍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업·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용 가치증진으로 농촌지역활력화

 홍천 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역점시책)
○ 사업개요: 1개사업 40백만원(국비 20, 군비 20)
- 전통식품 발굴 컨설팅
§ 맛과 시각적요소 충족하는 먹거리 발굴 육성
§ 읍면별 숨어있는 전통손맛, 먹거리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1 ~ 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지역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 상품화 (발전시책)
○ 사업개요: 3개사업 638백만원 (국비 200, 도비 63, 군비 370, 자부담 5)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400백만원(국비200, 군비200)
§ 옥수수+쌀+팥의 품목과 기능을 융복합한 상품개발 및 레시피개발
§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특산자원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 등
- 홍총떡 관광상품화: 1개소 70백만원 (군비65, 자부담 5)
§ 홍총떡원료(메밀)생산지원(20,000㎏) 홍총떡 포장재지원(19업체)
- 강원나물밥 유통 확대지원: 1개소 168백만원 (도비63, 군비 105)
§ 간편식유통확대지원: 박람회 등 간편식 시식·홍보행사, 홍보물 제작 등
§ 식재료유통확대지원: 푸른건나물(곤드레 등) 포장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1 ~ 2월), 대상자 선정(2월),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메밀생산 지원: 19,665㎏

메밀생산 지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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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 (발전시책)
○ 사업개요: 3개사업 200백만원(국비 85, 군비 115)
- 농촌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6개소 30백만원 (군비 30)
§ 관내 및 관외 유치･초중등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개소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치유관광 필요시설·장비, 프로그램개발, 교재·교구 등
-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시범 : 1개소 70백만원(국비 35, 군비 35)
§ 전시 판매 문화공간 디자인, 시설 조성 및 연출 등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1 ~ 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프로그램운영: 5,000명

프로그램운영: 5,000명

2. 누구나 살고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 농촌노인의 역할 부여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화로 농작업 피로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농촌노인 활력화 장수기반 조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4개사업 175백만원 (국비 35, 도비 31.5, 군비 108.5)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대 영역활동 지원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 확립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개소 50백만원 (국비 25, 군비 25)
§ 농촌노인 보유기술·솜씨 활용 사업화 시설 지원
- 농촌노인생활활력실천프로그램: 1개소 5백만원(도비1.5, 군비 3.5)
-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시범: 1개소 20백만원(국비 10, 군비 10)
§ 어르신 여가 및 건강을 위한 연간 텃밭 정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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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획
- 사업홍보(1 ~ 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프로그램운영: 400회

프로그램운영: 400회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조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1개사업 50백만원 (국비 25, 군비 25)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50백만원 (국비 25, 군비 25)
§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 농작업 위해요소 분석, 컨설팅, 안전관리 교육, 농작업 보조구 보급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1 ~ 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평가(3 ~ 12월)

2018

2019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1개소

3.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
○ 농촌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리더 양성
○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예 전문인력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연례반복)
○ 사업개요: 3개사업 167.7백만원(국비 3.5, 도비 6, 군비 133.2, 자부담 25)
- 생활개선회 육성: 11개회 785명, 110.7백만원 (도비 6, 군비 104.7)
§ 환경보전·봉사·과제활동, 현장견학, 지역축제참여, 정보지지원 등
- 읍면생활개선회 영농활동지원: 5개소 50백만원 (군비 25, 자부담 25)
§ 여성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편이장비 보급
-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1개소 7백만원(국비 3.5, 군 3.5)
§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품목별 동아리 활동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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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획
- 대상자 선정(1월), 사업추진(2 ~ 12월), 평가(12월)

2018

2019

생활개선회 육성: 785명

생활개선회 육성: 785명

 농촌여성 전문능력 강화 (연례반복)
○ 사업개요: 2개 사업 62.6백만원 (국비 2.3, 군비 60.3)
- 농촌여성 전문교육: 4,500명 58.1백만원 (군비)
§ 퓨전떡, 약선요리, 한지공예, 천연염색, 홈패션, 건강체조 등
§ 작품발표회 개최: 공연발표, 작품전시 및 체험
-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300명 4.5백만원 (국비 2.3, 군비 2.2)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인의 쌀 소비촉진 교육
○ 2019년 계획
- 대상자 선정(1월), 사업추진(2 ~ 12월), 평가(12월)

2018

2019

농촌여성교육: 4,350명

농촌여성교육: 4,800명

4.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생산·창업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농산물가공 활성화 도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강화(발전시책)
○ 사업개요: 3개사업 552백만원(군비)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1,447㎡): 1개소 141백만원(군비)
§ 지역농특산물 이용 가공상품 연구개발, 시험생산
§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및 농식품창업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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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가공장비 교체: 과실파쇄기 1대, 압착기 1대
- 농산물가공 포장시스템 개선: 400백만원(군비)
§ 스파우트 포장시스템 구축: 포장·날인기 4대, 컨베이어 2대 등
§ 포장시스템 구축용 보관시설: 1개소(72㎡) 증축
- 농식품가공 단기교육: 11백만원(군비)
§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기술 단기교육 추진: 1과정(10회) 20명
【주요 가공품목】
§ 사 과: 사과음료, 사과잼

§ 오미자: 오미자음료, 당절임

§ 과일류: 음료, 다류, 잼류

§ 인

삼: 홍삼, 홍삼농축액, 분말

○ 2019년 계획
- 사업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1 ~ 12월), 사업평가(12월)

2018

2019

가공교육 실습시설: 1개소

가공교육 실습시설: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운영: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운영: 1개소

 농업인 소규모창업 및 품질개선 지원(연례반복)
○ 사업개요: 3개사업 5개소 210백만원(국비 25 군비 105 자부담 80)
-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1개소 50백만원(국비 25 군비 25)
§ 농식품 가공분야 영농활용·특허기술 등을 활용한 소규모창업
§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 구입 등 지원
-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2개소 1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역 농산물 이용 농식품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규모창업
§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가공장비 구입 등 지원
- 농식품가공 품질향상 시범: 2개소 60백만원 (군비 30 자부담 30)
§ 기존 창업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으로 차별화･고품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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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가공시설･장비 보완 등 지원
○ 2019년 계획
- 사업홍보･접수(1월), 대상자 선정(2 ~ 3월), 사업추진 및 평가(4 ~ 12월)
2018

2019

농식품가공 지원사업: 20개소

농식품가공 지원사업: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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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강화
1.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
○ 오지마을 중심의『찾아가는 순회 정비교육』 및 농업기계 훈련사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수리 능력 배양
○ 귀농·귀촌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정비·운전실습 교육 확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정비 교육 (역점)
○ 사업량: 70회, 1,500명
○ 사업비: 140백만원 (군비)
○ 사업내용
-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수리·정비 현장 농업인 교육
- 마을별 순회교육을 통해 적기 농작업 지원 및 자가정비 능력 향상과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정비부품대 10만원까지 무상지원
○ 2019년 계획
- 교육계획 수립 및 부품구입(2월), 농기계 순회정비교육 추진(3 ~ 10월)

2018

2019

교육 인원: 1,500명

교육인원: 1,500명

 농기계 안전교육 (발전)
○ 사업량: 3과정 31회, 930명
○ 사업비: 24백만원 (국비 12, 군비 12)
○ 교육과정: 정비실습·농기계 안전교육(15회, 750명), 농업용 굴삭기
운전실습(15회, 150명), 신기종 현장이용 기술교육(1회, 30명)

2018

2019

교육 인원: 201명

교육인원: 9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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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요증가에 맞춰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고,
임대농기계 보강과 현장배송 서비스 확대로 적기 영농지원 및 농업인
만족도 향상
○ 임대농기계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 제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약속·역점)
○ 사업량: 4개소 (본소, 동부·서부·남부지소)
○ 소요예산: 2,379백만원 (국비 125, 도비 28, 군비 2,226)
○ 사업내용
-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선호도 높은 신기종 장비보강
- 대형농기계 현장배송 서비스 확대: 목초결속기 등 8종
- 취약계층(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대행사업 운영
○ 추진계획
- 농기계 임대 (목표): 6,200건/년, 2,100농가
- 임대농기계 장비보강: 콤바인 등 28종 47대 * 928백만원 소요
- 농업인 편의확대: 현장배송서비스 · 전일(前日)출고제 · 장기임대 확대,
농기계종합보험가입으로 사고시 농가 부담경감 등
- 65세이상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
§ 1개 작업단: 140건/년 내외 추진
- 남부지소 개방형창고(330㎡) 및 보강토(170*2m) 설치: 378백만원
-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예정부지 선정, 국비신청,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이행절차 추진 (2019. 3. ~ 11.)

2018

2019

임대건수: 6,000건

임대건수: 6,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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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농업 전문인력 육성
1.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
○ 생산적 영농활동 전개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 육성
○ 홍천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 후계인력 농촌청소년 양성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 육성(연례반복)
○ 운영개요
- 대상사업: 6개사업
- 소요예산: 208백만원(국비 0.8 도비 5.5 군비 151.7 자부담 50)
- 주요내용
§ 농업인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 해외 연수: 1회 30명 40백만원(군비)
§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 6회 240명 7.2백만원(군비)
§ 농촌지도자 영농활동 지원: 10개회 1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농촌지도자 양성: 10개회 570명 23.6백만원(국비 0.8 군비 22.8)
§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34.2백만원(도비 4.6 군비 29.6)
§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3백만원(도비 0.9 군비 2.1)
○ 2019년 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공지: 1월 초
- 농촌지도자 회원 관리 카드 재작성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2018

2019

농촌지도자: 570명

농촌지도자: 570명

 미래농업후계인력 양성(연례반복)
○ 운영개요
- 대상사업: 8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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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209.6백만원(도비 15.5 군비 183.6 자부담 10.5)
- 주요내용
§ 4-H회원 기초영농 지원: 3개소 60백만원(도비 12 군비 48)
§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10백만원(군비)
§ 영농4-H 공동 과제포 운영: 5백만원(군비)
§ 4-H 야영교육 추진: 20.3백만원(군비)
§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12개소 30백만원(도비 0.8 군비 29.2)
§ 4-H 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650명 19.5백만원(도비 2.7 군비 16.8)
§ 청년ㆍ학교 4-H 운영 지원: 650명 29.8백만원(군비)
§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사업단구성 시범사업: 35백만원(군비 24.5 자부담 10.5)
○ 2019년 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공지: 1월 초
- 청년농업인 다방면 육성지원을 통한 홍천지역 젊은 농업인 성공
비즈모델 구축

2018

2019

청년4-H 75명, 학교4-H 525명

청년4-H 80명, 학교4-H 5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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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농(기초영농), 일반농가(품목별기술), 전업농(전문기술교육, 농업인대학)
○ 홍천농업을 이끌어 갈 농촌리더 및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 ⇒ 홍천발전견인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연례반복)
○ 운영개요
- 교육과정: 3과정
- 교육인원: 2,360명
- 소요예산: 32백만원 (국비16 군비 16)
- 주요내용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3분야, 25회, 1,660명
§ 품목별 실용화교육: 3분야, 200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PLS 교육: 2분야, 500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수요조사): 1월
-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 병행 추진: 설문조사, 개선안도출(피드백)
- 군정ㆍ농정시책 안내, 연구개발 신기술 실용교육으로 농업인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지역적응성 및 기술 교육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월 중 추진 완료

2018

2019

교육인원 : 3과정/ 2,160명

교육인원: 3과정/ 2,360명

 농업인 역량강화 단 ․ 중기 교육(연례반복)
○ 운영개요
- 교육과정: 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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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원: 2,963명
- 소요예산: 70.3백만원 (국비 2 군비 68.3)
- 주요내용
§ 농업인교육(일반): 단기성 농업인교육 추진 및 지원 500명
§ 당면과제교육: 시기별 당면문제 현장중심 교육ㆍ컨설팅 400명
§ 품목별상설교육: 비교우위ㆍ특화작목 신기술 심화교육 800명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18개회, 1,263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초
-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 병행 추진: 설문조사, 개선안도출(피드백)
- 기상재해, 외래병해충 등 시기별 당면문제 신속 해결방안 제시
- 지역특화작목 심화교육 확대 추진, 현장컨실팅 강화
- 품목농업인연구회 연구회(원) 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분기별
맞춤형 과제교육 추진 및 경영교육 병행으로 농업경영 마인드 함양

2018

2019

교육인원 : 4과정/ 2,720명

교육인원: 4과정/ 2,963명

 품목별 장기교육(발전시책)
○ 운영개요
- 교육과정: 3과정 (홍천농업인대학)
- 교육인원: 105명
- 소요예산: 59백만원 (국비 16 군비 43)
- 주요내용
§ 농식품창업과 운영: 농식품가공일반, 창업, 법규, 실습(35명)
§ 농업마케팅과 운영: 경영(마케팅)요소, 비즈모델수립 (35명)
§ 사과(기초)과 운영: 재배이론, 토양관리, 병해충관리 (35명)
○ 2019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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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 교육생모집 및 선발: 2월
- 교육추진 및 평가(졸업시험, 과제물평가): 3월 ~ 11월
§ 과정별 120시간, 25회 기준 교육 추진, 설문조사, 개선안도출

2018

2019

교육인원 : 3과정/ 90명

교육인원: 3과정/ 105명

 신규농업인 및 농심함양 교육(연례반복)
○ 운영개요
- 교육과정: 2과정
- 교육인원: 635명
- 소요예산: 21.5백만원 (국비 7.5 군비 14)
- 주요내용
§ 영농정착기술교육: 귀농인 영농기술, 농업경영, 멘토링 (35명)
§ 원예생활화교육: 어린이농업교실, 소비자 원예활동 지원 (600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 교육생모집 및 선발: 2월(영농정착기술교육), 4월(어린이농업교실)
- 교육추진 및 평가: 3월 ~ 11월

2018

2019

교육인원: 2과정/ 700명

교육인원: 2과정/ 635명

※단기교육으로 추진했던 영농정착기술교육을 홍천농업인대학 과정에
포함, 장기교육으로 추진 (이에 따른 교육 인원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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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 ․ 농촌 활성화 리더육성 교육(연례반복)
○ 운영개요
- 교육과정: 2과정
- 교육인원: 350명
- 교육대상: 농업인단체, 읍면 마을리더, 마을사업추진단, 청년농업인
- 소요예산: 75백만원 (군비)
- 주요내용
§ 농촌 핵심리더 육성교육: 마을리더 중심 미래 농촌사회 이해 및
리더십함양 교육 추진 (4회, 320명)
§ 차세대농업CEO 육성교육: 20~40대 청년농업인 리더십 함양교육
(20회, 장기프로그램 운영, 30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 교육생모집 및 선발 : 2월
- 교육추진 및 평가 : 3월 ~ 11월

2018

2019

교육인원: 2과정/ 100명

교육인원: 2과정/ 350명

3. 농업경영 ․ 마케팅 역량 강화
○ 농업경영ㆍ마케팅 환경의 이해를 통한 농장별 비즈모델 정립
○ 멀티미디어 최적 활용법 습득 및 웹콘텐츠 기획력 향상으로 고객접점 확대
○ 온ㆍ오프라인 최적의 협업마케팅전략 실천으로 농업인소득 증대

 농업비즈니스 역량 강화(연례반복)
○ 운영개요
- 대상사업: 3개 사업
- 소요예산: 60백만원 (국비25 군비 30 자부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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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강소농 육성 : 강소농 품목ㆍ유형별 문제점 진단 및 경영개선
§ 농특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농특산물쇼핑몰“미팜”운영,
상품개발 컨설팅, 홍보물 제작 지원
§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웹콘텐츠 기획력 향상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 이론교육 및 현장컨설팅 추진: 설문조사, 개선안도출(피드백)
- 평가회 개최: 12월 (농장비즈모델, 상품개발, 쇼핑몰 활성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연례반복)
○ 운영개요
- 대상사업: 2개 사업
- 소요예산: 15.8백만원 (국비 12.8 군비 3)
- 주요내용
§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분석: 9품목, 44농가 표준소득 조사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START-UP 컨설팅 추진(10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수립: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2월
- 동ㆍ하작물ㆍ지역조사작물 농가 표준소득조사
- 농가경영진단ㆍ처방 및 컨설팅 추진, 농업경영정보시스템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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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귀농·귀촌 지원
1.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농업창업자금 지원 및 홍보

 도시민유치 지원 (역점)
○ 사업량: 4개사업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18, 군비 72)
○ 사업내용
- 귀농·귀촌학교 운영: 10회 250명 50백만원(국비 25, 도비 5, 군비 20)
§ 서울시 협업과제 추진(서울시민 대상 귀농귀촌 학교 운영)
-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5개소 50백만원(국비 25, 도비 5, 군비 20)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식 70백만원(국비 35, 도비 7, 군비 28)
§ 중앙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5회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관내 축제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지원: 1회 10백만원(국비 5, 도비 1, 군비 4)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18년 12월 ~ 19년 1월), 교육 및 사업추진(2월~12월)
평가 및 분석(12월)

2018

2019

귀농·귀촌학교 운영: 7회 175명

귀농·귀촌학교 운영: 10회 250명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4개소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5개소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식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식

귀농·귀촌 한마당행사 지원: 1회

귀농·귀촌 한마당행사 지원: 1회

 귀농인 정착지원 (역점)
○ 사업량: 3개사업 76백만원(도비 38, 군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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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9명 76백만원(도 38, 군비 38)
§ 1년차(800천원/월) 5명 내외, 2년차(500천원/월) 4명
- 귀농·귀촌 위원회 운영: 5회
-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추진(융자)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2019년 1월), 대상자 확정(2월) 사업추진(2월~12월)
평가 및 분석(12월)
-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추진(융자지원): 연중 운영

2018

2019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7명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9명

귀농·귀촌 위원회 운영: 5회

귀농·귀촌 위원회 운영: 5회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융자)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융자)

2. 귀농·귀촌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예비 귀농·귀촌인 및 새내기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 평화와 번영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홍천 건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약속·역점)
○ 위치: 서석면 구룡령로 2733
○ 사업비: 231백만원(군비)
○ 교육내용
-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 운영(8개월)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 (18. 12. ~ 19. 1.), 교육생 모집 (2018. 12.~ 2019. 1.)
교육추진 (2019. 4. ~ 11.(8개월)), 평가 및 분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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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원: 28세대 35명 내외

2018

2019

장기체류 입주 교육 : 25세대 33명

장기체류 입주 교육: 28세대 35명

텃밭 및 공동 실습농장 운영: 10,600㎡

텃밭 및 공동 실습농장 운영: 10,600㎡

 귀농귀촌 멘토링 운영 (약속·역점)
○ 사업비: 20백만원(국비 10, 도비 2, 군비 8)
○ 운영기간: 연중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2019년 1월), 멘토링 운영(2월~12월), 평가 및 분석(12월)

2018

2019

멘토단 운영: 25명

멘토단 운영: 30명

 신규농업인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약속·역점)
○ 사업량: 5명 30백만원(도비 15, 군비 15)
○ 사업내용
- 현장실습교육 멘토 멘티 교육비 지원
§ 멘토 400천원/월/5개월, 멘티(교육생) 800천원/월/5개월
○ 2019년 계획
- 계획수립(2019년 1월), 교육 및 대상자 선정(2월), 교육운영(4~10월)
평가 및 분석(12월)

2018

2019

현장실습지원: 10명

현장실습지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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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활력화
1. 직원 역량강화(발전시책)
○ 전직원이 함께 하는 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비전, 가치관, 조직문화의 계승·발전
○ 대농업인 서비스 기관으로써 직원역량 및 대농업인 만족도 제고

 조직학습
○ 운영개요
- 교육장소: 추후결정
- 교육대상: 농업기술센터 소속 전직원
- 교육인원: 75명
- 소요예산: 8백만원 (국비 4, 군비 4)
※ 2019년 추경 군비 12백만원 반영

- 주요내용
§ 직원의식 개혁을 위한 소양교육(인문학 강의 등)
§ 담당별 업무연찬 및 워크숍
§ 선진사례 벤치마킹, 문화탐방, 자율출장제 등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 추진계획: 2월 중
§ 조직활력화 방안 직원 의견 수렴
- 조직 활력화 프로그램 진행: 2019. 4.~ 11.(분기별 1회)
- 설문조사, 출장복명, 견문보고 등 운영결과 피드백 실시
- 직원역량 향상을 통한 대민업무 만족도 제고, 선진 우수사례 2020
시책반영

2018

2019

-

프로그램 운영: 75명/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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