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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정책

1. 농정 여건

  (1) 지형 및 지세

우리시는 충청북도의 북부지역

으로 소백산맥을 등지고 그 지맥인

월악산의 동남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종류(縱流)하는

달천강과 동서를 관류(貫流)하는

한강 상류가 중앙부에서 합류되는

남한강 유역에 비옥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

하다.

이들 농업지역을 구역별로 살펴보면 국망산, 천등산 인근지역의 5개면(노은, 앙성,

산척, 엄정, 소태)은 산간지,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요도천을 중심으로 한 2개 읍․면(주덕,

신니)은 평야지, 살미․수안보․동량면은 중간지, 남한강변의 대소원․중앙탑․금가면과

봉방․달천․칠금동은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2) 기후 및 기온

우리시는 태백산맥 서부의 중부 내륙형 기후로서 일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와 내륙

지방 기후의 특성을 겸하고 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냉 건조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낮고 기온의 편차가 심하다. 또한 충주호의 영향으로 인해

안개일수가 80일 내외로 충북평균(40일 내외)보다 약 2배 많고 이에 따라 일조량이 적은

편이다.

  (3) 농업생산기반

m 농가수 (단위 : 호, 명)

가구 인구

총가구 농가 비율 (%) 총인구 농업인구 비율 (%)

95,648 9,670 10.10 216,070 22,4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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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지 면적 (단위 : ㏊)

계 논 밭 호당경지면적

13,747 5,324 8,423 1.42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 개    요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하고자 한다.

  (2) 지원자격 및 조건

❍ 지원자격

- 연 령 : 사업시행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한도 육성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자금 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운영자금 등

  (3) 주요 성과

선정연도 육성인원(명) 사업비(백만원)

2014년 4 430

2015년 5 800

2016년 5 394

2017년 5 995

2018년 5 383

2019년 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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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 개    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자금 융자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해 나가

고자 한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농업인 (독립경영예정자포함)

-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실경작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80~100만원

*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차등지원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차·매입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 추가 지원

  (3) 주요성과
(단위 : 백만원)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 개    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에게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정연도 사업인원(명) 정착지원금 육성자금

2018년 7 48 201

2019년 22 114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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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비 : 774,180천원(도비273,240 시비 409,860 자부담 91,080)

❍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지원내용 : 영화·공연·전시관람, 수영장·스포츠센터·펜션·민박 이용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간 170,000원 지원(자부담 20,000원 포함)

- 지원방법 : 자부담금 20,000원 수납 후 농협시지부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3) 주요성과

❍ 지원인원

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 개    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농업인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함.

m  지원대상자

-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 고등학교(학력인정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타 법령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아니한 자

m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420명 4,533명 4,846명 4,568명 4,554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50명 211명 192명 136명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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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1) 개    요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으로 충주사과는 전국최고의 사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품종개량, 상품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주시는 사과 외에도 복숭아, 밤, 방울토마토, 옥수수, 고구마 등 충주의 우수 농특

산품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내 금가면 사암리 300번지 일원에는 집하, 선별, 포장, 유통을 규모화 시켜 유통

전문가가 이를 담당, 협상력을 높이는 선진국형 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충주시 원예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예농산물 생산

구조혁신,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활성화, 브랜드 마케팅 추진, 산지유통시설의 통합

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2019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행사

-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간 장 소 판매실적 비고

계 180,780

서울시청광장 직거래행사 2019. 11. 7. ∼ 9.(3일간) 서울시청광장 152,700

고속도로휴게소직거래행사 2019. 11. 4. ∼ 10.(7일간) 충주휴게소 28,080 양평방향

- 판매실적 : 180,780천원

- 행사내용 : 충주사과 홍보 및 판매, ‘황금열쇠를 찾아라’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서울시청광장 행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방향) 연계행사

서울시청광장 직거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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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충주복숭아 서울나들이 행사

-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간 장 소 판매실적 비고

계 258,965

농협유통직거래행사 2019. 8. 20.∼소진시 창동, 고양, 양재, 성남 220,517

영등포구청직거래행사 2019. 8. 27 구청앞광장 7,500

고속도로휴게소직거래행사 2019. 8. 19. ∼25.(7일간) 충주휴게소(양평) 30,948

- 판매실적 : 258,965천원

- 행사내용

· 충주복숭아 홍보 및 판매

· 반값세일 등 각종 이벤트 행사

· 영등포구청,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등 수도권 소비자 대상 집중 판촉

m 2019년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 일 시 : 2019. 10. 4.(금) ∼ 10. 6.(일)

- 장 소 : 충주세계무술공원

- 판매실적 : 286,850천원

- 행사내용 : 충주사과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다양한

판촉이벤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연계행사 등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

농협유통센터 직거래행사 고속도로휴게소 직거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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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향후계획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수도권에서 개최된 충주 우수 농특산품 홍보ㆍ판매 행사를

통해 충주 우수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판로를 통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과 잠재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축제를 비롯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홍보행사를 많이 추진하겠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집하ㆍ

선별ㆍ포장 등 일괄적인 생산체계를 통해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다.

7. 직거래 활성화

  (1) 개    요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현재는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비자 직거래, 대형매장 직거래 등 지역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지역 농특산품 TV홈쇼핑 판촉전

- 방 송 사 : CJ홈쇼핑, 현대 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IM)

- 회 수 : 15회

- 판매품목 : 사과, 복숭아, 밤 등

- 판매실적 : 1,217,346천원
(단위 : 천원)

판매품목 계 사과 복숭아 밤

판매실적 1,217,346 617,266 487,435 112,645

❍ 중부내륙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직거래 판매

- 일 시 : 2019. 01. 01. ∼ 2019. 12. 31.

- 장 소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방향, 창원방향)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평택방향, 제천방향)

- 판매품목: 사과, 복숭아, 배, 밤, 고구마, 곶감 견과류 등 100여 품목

- 판매실적: 2,451,004천원(전년대비 증227,150천원)

- 행사내용

· 작은 음악회 개최 등 각종 이벤트 행사 (명절맞이)

· 직거래장터 연중무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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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직거래 장터

  (3) 기대효과, 향후계획

온라인 미디어 홈쇼핑 매체를 활용하여 충주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명절을 맞아 휴게소를 찾는 많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이벤트 참여자 경품증정, 무료 시식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

보하여 충주농산물의 이미지가 향상됨. 향후 홈쇼핑, 대형유통매장 등 다양한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충주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기타 특이사항

농산물직거래 행사 시 충주농산물의 인기가 높았으며, 행사 후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7장 농업정책국

323

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우리시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민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한해대비 수리시설 정비

봄부터 시작된 가뭄극복을 위하여 관정개발, 저수지 보강 등 수리시설을 정비완료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한해대비 및 영농편의 도모에 노력하였다.

구분 지구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저수지
보 강

느렁골저수지 등 2개소
제체그라우팅 2개소,
취수시설 재설치

426

관 정
개 발

산척 둔대마을 등 9개소 관정개발 9개소 450

관정 및
양수장 보수

금가 문곡 관정 등 30개소
관정보수 20개소
양수장 보수 10개소

67

m 사진

저수지 저수지 보강

관정 개발 관정 및 양수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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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을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도모,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이

증대했다.

  m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1개년)

m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외 4지구

m  총사업비 : 300백만원 (국비 210, 지방비 90)

m  사 업 량 : 풍덕지구 외 4지구 2.140km

m  사 진

장성지구 중청지구

광월지구 화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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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m 농수산물도매시장 변천사

- 1995. 11. 1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 개장

- 2001. 1. 19. 채소동 신축 및 청과동 증축 개장

- 2005. 5. 6. 간이경매장 시설 증축

- 2009. 7. 21. 수산동 증축(469㎡)

- 2011. 1. 3. 친환경농산과 통합

- 2014. 1. 1. 농정과로 조직개편

  (1) 개   요

m 목표량 : 32.134톤/ 635억원 ( ‘18년 695억원 )

- 충북원협 408억원, 충주중원청과(주) 210억원, ㈜목행수산 17억원

  (2) 주요성과 

m 거래실적 : 30,264톤 / 555억원(목표액의 87.4%)

m 출하물품 안전성(정밀)검사 실시 : 134건

m 법인 업무검사 및 중도매인 평가 실시 : 3개 법인/중도매인 53명

- 우수자(판매장려금 차등지원), 부진자(업무개선지시)

m 산지유통인 및 우수출하자 지속 출하 및 수집유도

-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 지원 : 702백만원

m 전자경매 활성화 :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와 연계한 유통정보 제공

  (3) 기대효과, 향후계획 

m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제공으로 구매자 만족도 제고

m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따른 산지농민 소득안정 제고

m 농수산물 집․분산능력 향상 등 유통종사자 경쟁력 제고

   m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체계 확립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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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하물품 안전성 검사

  (1) 개요            

m 사업기간 : 연중 (월 2회이상)

m 사 업 비 : 30,000천원

m 검사품목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m 품 목 수 : 1회시 채소․과실류 각 3~5품목(수거량 각 2kg 내외)

m 검사방법 : 정밀검사

m 검사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출장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자체검사

m 검사내용 : 잔류농약의 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

(2) 주요성과 

m 출하물품 안전성 검사실적 : 134건

m 기준 초과품 : 없음

(3) 기대효과

m 구매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신뢰성 제고

m 자체자율검사 실시로 공정거래 정착

m 출하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및 차명 출하 방지

  (4) 향후계획 

m 2021년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도매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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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1) 개요

m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m 사 업 비 : 769백만원

m 사업별 내용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769

1 CCTV 카메라 교체 6대 18

2 도매시장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 1식 220

3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설비 교체 1식 110

4 청과동 노후 소방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 1식 138

5 방송설비 교체 1식 50

6 공중화장실 개선 1식 50

7 야외 흡연실 설치 1식 18

8 청과동 동력식 환기설비 설치 1식 28

9 소방간선 교체 1식 13

10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 1식 15

11 청과동 쓰레기집하장 지붕보수 1식 6

12 관리동 비상발전기 교체 1식 44

13 관리동 소방펌프 교체 1식 22

14 청과동 야외경매장 연결통로 천막설치 1식 7

15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지원 1식 30
  

  

  (2) 주요성과 

m 흡연실, 화장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

수 및 교체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

(3) 기대효과 

m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m 시설물 가동상태 최적유지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3) 향후계획 

m 노후설비의 지속적인 관리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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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친환경농업

1. 일반현황

  (1) 개    요

오늘날 우리농업은 농업노동력의 감소, 노령화, 여성화, 토지이용률의 저하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정체되어 있고, FTA 등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농업경제가 많이 위축되

어 있는 상태임.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가능

한 모든 자재와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전념

하고 있음.

  (2) 주요작물별 재배현황                               (단위 : 호,ha,톤)

구 분 쌀 사과 복숭아 배 담 배 고 추

농 가 수 2,406 2,021 1,580 63 119 2,334

재배면적 4,582 1,868 1,179 41 206 429

생 산 량 23,443 34,081 14,303 605 597 1,201

  (3) 양곡가공공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부양곡
도정공장

RPC
소규모
도정공장

비 고

공장수 65 1 1 63

생산능력(톤/일) 656 60 40 556

  (4)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현황                          (단위 : 동, 평, 톤)

계 개인(지방계약)

동수 면적 보관
능력 동수 면적 보관

능력

29 12,856 33,680 22 12,856 3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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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구 분 계 수도 과수 채소 과채류 잡곡 기타

농가수(호) 343 176 34 55 23 8 47

면적

(ha)

계 431.9 225.8 25.4 63.3 17.7 5.2 94.5

유기농 240.5 171.5 7.1 37.8 5.5 2.3 16.3

무농약 191.4 54.3 18.3 25.5 12.2 2.9 78.2

2.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1) 개   요 

쌀 산업의 안정적 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

하고자 적기 영농 지도 및 농업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각종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품질차별화, 소비자

신뢰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식량위기에 대비한 쌀 자급기반 확충에도

목표를 두고 있음.

  (2) 주요성과

❍ 주요공모 및 행사개최

- 제4회 맛있는 쌀 밥짓기 경영대회 개최

- 제3회 충주시 고품질 쌀 품평회 개최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10억)

❍ 병충해 방제지원

(단위 : 천원)

방제사업명
방제

계획

추진

실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벼 종자소독약 2,915ha 2,915ha 14,364봉 288,362

초기제초제 4,107ha 4,107ha 38,119봉 171,695

친환경 공동광역
살포기 공급 1호 1호 1대 17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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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단위 : 천원)

영농자재별 사업 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맞춤형비료 4,093ha 4,093ha 40,249포 377,851 20㎏

수용성규산 2,850ha 2,850ha 29,887포 374,136

친환경 자재 2,306ha 2,306ha 22,651포 431,593

고품질쌀 생력재배 1,199ha 1,199ha 11,451포 143,441

육묘용전용상토 4,473ha 4,473ha 111,876포 583,275 40ℓ기준

❍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단위 : 천원)

지원내용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동력살분무기 50호 50호 50대 37,670

곡물건조기 4호 4호 4대 50,900

농작업안전사용장비지원 766호 766호 766세트 38,300

영농기계화장비
(맞춤형농기계) 109호 109호 109대 287,550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단위 : 천원)

지원내용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지원
(TV-CF홍보, 홈쇼핑지원,
모델료, 홍보행사)

4건 4건 4건 189,000

대표브랜드 포장재지원 160천매 160천매 160천매 80,000

벼재배농가톤백지원 571호 571호 8,387매 73,805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147호 147호 22,633포 67,899 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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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계획

농가별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용성규산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등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대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임.

충주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소득증대사업(TV-CF 및 PPL방송, 홈쇼핑방송)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3. 농가소득보전

  (1) 개   요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

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함.

  (2) 주요성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

재원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계 17,199 9,116 7,324 365 1,427

쌀소득보전직불제 5,150 4,988 4,988 - -

밭농업직접지불제 3,726 2,012 2,012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623 405 324 24 57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3,793 341 - 341 -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3,907 1,370 - - 1,370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

(8개 면 30개 법정리 대상)

❍ 밭농업직접직불제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율 및 생산기반 유지

❍ 벼 재배농가 경경안정지원 : 도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지원

❍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 충주시 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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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과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였다.

4. 지역특화작목육성 

  (1) 개   요 

지역특성에 맞는 사과․복숭아 등의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우리지역의 대표 작목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채소생산시설의 규모화,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적정한 병충해 관리로 원예작물 생산 및 단위 수량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하였다.

  (2) 주요성과 

❍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구 분 사업량(대)
사 업 비 (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계 459 2,007 767 1,240

SS기 16 407 80 327

전동가위 290 849 424 425

보행제초기 10 41 15 26

승용제초기 5 66 25 41

고소작업차 36 556 180 376

화분교배기 31 30 14 16

해충방제기 15 8 4 4

약액살포장치 56 50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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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특작지원

분야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계 16건 4,703 2,016 2,687

채소

소계 3,358 1,430 1,928

비닐하우스신축지원 6.2ha 1,326 586 740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0ha 126 49 77

배추무사마귀병 102ha 80 40 40

멀칭비닐지원 1,183ha 351 93 258

차광막지원 96ha 199 89 110

맞춤형원예생산시설지원 9.7ha 325 123 202

시설하우스태양열토양소독지원 40ha 420 209 211

시설원예토양환경개선지원 17ha 56 16 40

소규모육묘판매농가지원 3.7ha 72 36 36

읍면동지역특화 5개면 403 189 214

특작

소계 1,345 586 759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84.3ha 254 116 138

인삼지력증진제지원 177.6ha 106 32 74

인삼지주목 차광지지원 16.7ha 263 100 163

잎담배재배영농자재지원 6종 568 263 305

특용작물 영농자재지원 2ha 21 10 11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 4개소 133 65 68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지역특화 사업은 지역의 기후나 토질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품

목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과수전용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원예특작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은 분야로 농자재 지원과 하우스 신

축․개량과 열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보온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

하므로 도시민이 요구하는 고품질 웰빙농산물과 신선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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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수산업지원

  (1) 개   요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과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FTA기금사업

등 정부의 과수산업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유통구조의 변화와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과실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충주과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 주요성과

❍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 업 명 사업량
(ha)

농가수
(호) 계

사 업 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09 1,213.3 231.7 348.6 633

품종

갱신

사과 13 25 429.9 81 121.5 227.4

복숭아 2 5 48.6 9.2 13.8 25.6

관수

관비

시설

수동점적 6 5 83 15.8 24.6 42.6

수동

스프링쿨러
14 17 108.5 20.3 30.5 57.7

관정개발(6인치일반형) 47공 47 423 84.6 126.9 211.5

작업로정비 270m 2 18.6 3.7 5.6 9.3

방풍망시설 1 1 48.2 6.5 9.8 31.9

방조망시설 0.3 1 13.5 2.7 4.0 6.8

야생동물

방지시설

조수류

퇴치기
2 4 29.5 5.9 8.9 14.7

지주

시설
울타리형 2 2 10.5 2 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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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시비 자부담

합 계 3,132 1,302.5 1,829.5

사과봉지 4,870천매 113 38 75

배봉지 1,834천매 65 22 43

복숭아봉지 73,414천매 794 278 516

사과은박비닐 6,412롤 842 319 523

복숭아지주대(우산형) 14,950개 197 90 107

복숭아지주대(FRP) 10,000개 66 30 36

사과지력증진제 391ha 139.2 69.6 69.6

복숭아지력증진제 352ha 121.8 60.9 60.9

과수 꽃가루 2,562개 114 55 59

과수트랩류 6,285개/세트 194 97 97

과실장기저장제 6,250개 486 243 243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과․복

숭아․배 과실생산에 필요한 이중봉지, 은박비닐, 복숭아지주대 등 품질향상 자재를 지원

하여 고품질 과실명품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

화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6. 동량 장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 개   요 

집단화된 과수재배지역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용・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하여 과실생산 거점지역 육성하고 충주과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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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m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2개년)

m 사업위치 : 동량 장선지구(동량면 조동리 일원)

m 사 업 비 : 1,365,840천원(FTA기금 80%, 도비 6%, 시비 14%)

m 사업내용 :

(1년차,착수)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2년차,공사시행) 공사 착공 및 준공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단지의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생산

유통체계 정착 및 발전 2020~2021년(2개년) 동량 대모천건지지구에 33ha 조성 예정

7. 친환경농업 육성

  (1) 개   요 

❍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

❍ 건강과 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패턴변화에 대응

❍ 유기농 특화시 충주실현을 위한 친환경녹색농업 구현

⇒ 생산자를 “잘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2) 주요성과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사업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6건 4,834 4,652.7 181.3

∙토양개량제공급지원 5,974톤 1,059.8 1,059.8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비) 32,351톤 2,625 2,625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 32,351톤 808 808 -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지원 30,367포 261 121.4 139.6

∙친환경벼재배 유기질비료지원 1,940포 12.7 4.8 7.9

∙유기농업자재 지원 53ha 67.5 33.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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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농약농산물 확대를 위한 사업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5건 162.7 106 56.7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 70.1ha 28 14 14

∙우렁이종패(농법) 지원 70.1ha 5.7 5.7 -

∙벼재배 미생물제제 지원 26.2ha 12.6 8.8 3.8

∙친환경벼 톤백 지원 1,994매 17.4 9.5 7.9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 38.6ha 99 68 31

❍ 유기농산물 확대를 위한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5건 1,129.4 833.1 296.3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118ha 348 230 118

∙유기인증농가 지원 266.8 626 495 131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3개소 20.3 16 4.3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996부 9.1 9.1 -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 지원 수피1,287톤등 126 83 43

❍ 친환경농업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5건 926.6 717.6 20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536ha 166 166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443ha 128.9 128.9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자체) 205명 46.7 46.7 -

∙친환경벼재배농가생산장려금지원 325호 286 286 -

∙유기농·무농약재배농가 환경보전비 427.3ha 299 9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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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환경농법 개발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확산으로 환경적인 효과 극대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기술개발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연차적

인 지원에 주력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확대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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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녹지

1. 충주밤 명품화

  (1) 개   요(현황)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충주밤」의 전국 명품화를 위해 각종 생산․유통 지원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재배임가의 소득증대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및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예정이며 한중 FTA 체결로

저가의 중국밤 수입에 대비하여 고품질 밤 생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2) 주요성과 

밤 재배지 토양환경의 보전․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1,729ha, 101,835포를 지원하였고 밤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생산장비 및 생산시설 31대,

방제장비 13대, 밤작업로시설 17km, 밤나무 노령목 59ha의 정지전정 사업을 지원하였

다.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는 밤박피기․건조기․탈피기 등 15대, 저장건조시설

1개소, 일반화물 6대를 지원하였으며 충주밤 생산 홍보를 위한 포장재 23만매를 지원

하였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면 밤 작목반에게 전동가위 12대, 동력예초기 30대를

보급하였다.

또한, 소태면에서 개최한「제18회 충주밤과함께하는 가을체험행사」의 경우 태풍

으로 인해 기간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약3,100명의 많은 밤

체험장 이용객이 몰려와, 대형 태풍 피해로 인해 침체되었던 밤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3) 기대효과, 향후계획 

수년간 충주밤 명품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충주밤 재배지는 약 2,200ha에 이르

렀고, 2019년말 생산량은 약 3,160톤이고 생산액은 약1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정

된다.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임산물 가공공장(산림조합,유기샘)이 본격

가동되면 매출이 약 10억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주시 임산물 가공 산업이 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밤 지원사업과 홍보활동을 추진

하여 밤의 고급화로 수입 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수한 밤 생산

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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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자원 조성(조림, 숲가꾸기)

  (1) 개    요(현황)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생태적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

업자를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

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한다.

  (2) 주요성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앙성면외 11개면에 조림사업 총 288.5

㏊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신니면외 12개면 1,448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숲가꾸기 이후에 발생한 바이오산물을

수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을 운영하였으며 부산물을 활용

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여 101가구, 2,220㎥의 땔감을 지원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으로 임가에 유익한 산림자

원을 육성하고 숲의 기능 구분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

림자원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산림자원보호(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1) 개    요(현황)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산불예방

활동 및 조기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산불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산불발생을

대비한 초기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조기 출동․초동진화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인명과 산

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봄철 2. 1 ~ 6. 30일(연장운영)과 가을철 11. 1 ~ 12. 15일까지

산림녹지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등 총 18개 기관에『산불방지 종합 대책상황실』을 설

치․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산불취약지역 및

등산로 등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및 산

불감시원 운영,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TV․신문,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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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2) 주요성과

산불전문진화대원 70명 및 산불감시원 119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활동에 투입, 전

체 산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 밭두렁 공동소각 활동에 참여하여 관내 산림연접지

무단소각행위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청명․한식을 전후 시공무원을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내

고장을 찾는 입산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산불발생 억제에 노력하였다.

더불어 산불발생이 대부분 산림인접지 농업부산물 소각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산불조심 기간동안 인력 및 파쇄기 3대를 지원하여 100톤의 산림인접지 전지목을 파쇄

완료하였고,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구) 사조마을 눈썰매장에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

여 충청북도 임차헬기룰 유치하여 산불 발생시 적극활용하여 금년도에는 단 1건의 산

불이 발생되지 않은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버즘나무방패벌레, 밤나무 해충 등 가로수, 농작

물, 산림에 피해주는 병해충 방제를 3,933ha 실시하였으며, 예찰방제단 및 예찰조사원

6명을 운영하여 관내 병·해충 발생지역을 조기 예찰하여 적기방제 추진하였다.

  (3) 향후계획

예전과 달리 요즘 산불은 산림이 우거지고 낙엽이 많이 퇴적되어 건조기에는 산불

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대부분 산불발생이 인간에 의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재인 점

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민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지속적

인 예찰·방제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할 계획이다.

4. 임도시설 및 등산로 관리

  (1) 개    요(현황)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임산물 수송 등을 위한 임도시설사업 추진을 통하여 산림

경영기반시설 확충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며 등산로 시설의 체계적인 정

비·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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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노선별 사업지
계 10.1km/4개소 1,112

임도신설 3.5km 681 앙성중전지구, 노은대덕지구
임도구조개량 1.6km 81 동량함암임도 외 2개소
임도보수 5km 13 남산임도,노은문성임도

등산로정비 4개소 337 수주팔봉 외 3개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임도는 산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적기 산림사업, 산불 등 피해에 신속대처 및 임

업 노동조건의 개선, 농산촌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산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양적위주의 임도를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를 현장에 적용하는 등 산림전체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발과 보

존정책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여 나아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5.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1) 개    요(현황)

도심 속 녹색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

바지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한다.

  m 도시공원 현황   (단위 : 천㎡)

구분

공원명

계 조성완료 미 개 발 개 발 중 일부개발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계 124 3,851 90 1,834 23 233 4 75 7 1,709

근린 41 3,716 27 1,719 5 219 2 69 7 1,709

어린이 54 95 46 90 8 5 - - - -

소공원 29 40 17 25 10 9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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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하여 노은소

공원(2,750㎡) 및 서충주신도시 중앙공원(2,162㎡) 등을 조성하였고, 삼봉근린공원 산책

로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노은소공원 편입토지를 보상완료하였다.

또한, 기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약8.9억원을 투입해 도심지내44개소,

서충주21개소 총 65개소의 공원에 조경유지관리사업,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정비사업,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3) 기대효과, 향후계획 

중앙공원외 4개소(삼봉, 둔지, 금가, 용탄)에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

게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

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6.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1) 개    요(현황)

시 직영 꽃묘장에서 꽃묘를 생산, 주요도로변 화단 및 화분에 식재하여 도시미관

을 개선하고 노선별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심 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

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m 가로수 현황 (단위 : 본)

노선

구분
계 은행

나무
왕벚
나무

이팝
나무

느티
나무

플라
타너스 기타

계 50,938 14,515 19,276 6,259 1,854 1,406 7,628

국 도 2,295 1,304 779 212

지방도 12,359 3,047 6,560 1,082 57 176 1,437

시 도 36,284 10,164 11,937 5,177 1,797 1,018 6,191

m 꽃묘장 현황

- 위 치 : 충주시 섬뜰 3길 624-4

- 부지면적 :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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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단위 : 동, ㎡)

구 분 동 수 면 적 비 고

계 35 6,582

관 리 사 2 146

온 실 2 302

창 고 2 94

비닐하우스 28 6,011

공중화장실 1 29

(2) 주요성과

올해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한

금잔화, 패랭이, 페추니아, 국화등 총16종 460천본을 충주역과 법원사거리 등 주요시내

구간 앞에 꽃길을 조성하였고, 침체된 구도심 회복 및 시내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주

요도로변에 가로화분 및 가로등걸이화분 700개, 대봉교・칠금교・봉계교에 난간걸이

화분 1,200개을 설치하였으며, 충주역부터 목행구간 약 3km 노변꽃길을 조성하였다.

또한 도심지내 미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전지전정 4,049주를 실시하였고, 가로수

및 교통섬 9,582주 보식완료하였으며, 서충주신도시 조경유지관리사업(432,638㎡)을 실

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3) 기대효과, 향후계획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와 꽃길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화려한 가로환경 조성 및 꽃

향기 가득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화사한 충주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7장 농업정책국

345

제4절  축산행정

1. 축산 일반 현황

  (1) 개  요

가축사육 동향을 조사하여 축산업의 발전방향 등 축산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육우를 비롯한 20종의

가축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단위 : 두(수), 호)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두수

농 가 수

23,116

778

1,383

24

74,146

27

3,475,495

1,039

도내점유율 10.6% 6.8% 11.6% 16.3%

  (2) 축․수산 주요 현황

m 축산분야

- 가축시장 1개소

- 축산등록업체(종축업 5, 부화업 2, 정액처리업 2, 가축사육업 1,016) 1,025개소

- 도축 및 육가공시설(도축 3,도계 2, 가공업 36, 운반업 3, 보관업 1) 45개소

- 가축위생시설(동물병원 13, 동물약품 4, 동물약국 17, 인공수정소 14) 48개소

- 축산물판매업소(식육 298, 우유 33, 부산물 7, 수입 2, 유통전문 41, 식용란 23) 404개소

- 초지관리 79㏊(20호)

m 수산분야

- 육상양어장 40개소

- 유료낚시터 26개소

- 어 선 85척

- 어업허가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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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1) 개  요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비 절감 등 합리적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기반 구축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3) 기대효과

깨끗한 축산기반을 통한 안정적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 먹거리 공급 및 농가의 소

득증대에 기여

  (4) 향후계획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의 친환경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

환경개선 사업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2,424,388 478,008 221,678 812,978 911,724

한우경쟁력 5개사업 213,100 - 54,930 158,170

젖소경쟁력 3개사업 352,059 194,688 47,211 110,160

중소가축경쟁력 6개사업 271,104 30,000 14,550 119,200 107,354

기타가축육성 9개사업 1,588,125 253,320 104,987 425,448 80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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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청정한우 명품화 추진

   

  (1) 개  요

충주청정한우 홍보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및 고급육 생산

농가 중점 육성으로 1등급이상 출현율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충주청정한우

친환경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청정축산물 신뢰도 확보 및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획득

목적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3) 기대효과

맑은 물의 도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충주청정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

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획득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향후계획

충주청정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1,201,626 0 0 1,191,626 10,000

충주청정한우 포장재지원 50,392개 20,000 - - 10,000 10,000

충주청정한우 홍보 5종 76,626 - - 76,626 -

충주청정한우인공수정지원 3,500두 105,000 - - 105,000 -

충주청정한우 브랜드사업

TMR사료 구입비 지원등
169호 1,000,000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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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 유통관리

   

  (1) 개요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국내산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명예축산물 위생 감

시원 등을 활용하여 유통체계 및 위생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

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유통체계를 확립하였다.

  (2) 현황

   

  (3) 단속실적                                      (2019년 단속 기준)

   

  (4)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우리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높아짐

  (5) 향후계획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통체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유통ㆍ판매중인 축산물(수입축산물포함)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으로 부정ㆍ

불량축산물을 사전 차단하고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및 계절별 성수 축산물에 대한 중

점지도 점검 및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어린이 기호 축산물,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에 대한 집중점검,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행위 방지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지도ㆍ단속 횟수 증가

구분 계 식육 식육부산물 우유류 수입판매업 유통전문 식용란

개소수 404 298 7 33 2 41 23

단속대상 단속개소수 행정처분 시정조치 기타

404 102 4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3명

• 단속인원 : 연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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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 방역사업

  (1) 개   요

축종별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기생충구제, 가축방역 소독기 지원,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규모농가 소독실시 및 조류인플루엔자ㆍ구

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법정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3) 기대효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유도함으로써 법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수의 위촉 및 공무원, 축산단체의 예찰요원 지정

등으로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중보건에 기여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28,325,555 1,421,321 858,609 12,525 550,187

예
방
주
사

소

탄저, 기종저
I B R
유행열
아까바네
설사병
설사병(경구)
부제병

2,180두
3,260두
5,355두
3,798두
2,935두
1,005두
850두

436
3,156
8,714
10,409
11,616
11,457
3,600

229
2,102
5,928
7,153
8,039
8,019
1,800

-
-
-
-
-
-
-

207
1,054
2,786
3,256
3,577
3,438
1,800

돼지

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돼지써코

205,000두
13,700두
2,495두
176,600두

47,168
2,732
9,056
141,600

23,584
1,529
5,962
70,800

-
-
-
-

23,584
1,203
3,094
70,800

닭 뉴캣슬병
감보로병

15,902,000수
11,500,000수

88,932
135,046

44,466
67,523

-
-

44,466
67,523

개 광견병 1,500두 4,680 3,042 - 1,638
소, 돼지,
염소, 사슴 구제역 375,385두 538,576 377,003 161,573

기생충
구 제 꿀벌

응애류
노제마
낭충봉아부패

63,700군
30,250군
35,530군

58,390
42,110
45,033

41,125
29,476
31,523

-
-
-

17,265
12,634
13,510

공 동
방 역

우제류
가금류

구제역
AI 12회 258,610 129,306 12,525 11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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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계획

법정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적기 예방주사를 지속 실시하고, 특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

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등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국민보건의 지속적 향상

6. 환경친화적 축산육성

  (1) 개   요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 농장을 육성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비

절감 등 합리적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발전기반 구축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 비
(축발기금보조) 도비 시비 자담

계 1,747,817 79,136 91,951 675,489 901,241

친환경축산
시설·장비지원 69호 262,516 - 35,338 82,456 144,722

가축생균제지원 77개소 120,781 - 11,850 47,400 61,531

악취저감제지원 244개소 189,107 - - 92150 96,957

돈육품질향상지원 8호 24,000 - 4,320 10,080 9,600

가축분뇨처리지원 6개소 163,507 28,036 - 28,036 107,435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

90기
(1,328통) 84,093 - 15,120 35,280 33,693

액비저장조설치 1,800톤 147,000 29,400 14,700 58,800 44,100

액비살포비지원 140.5㏊ 43,400 21,700 - 21,700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육성 29호 19,637 - 4,623 10,787 4,227

양돈 악취저감
미생물배지지원 1,670kg 100,200 - - 40,000 60,200

수분조절제 지원 235호 508,376 - - 234,800 273,576

스키드로더 지원 2대 85,200 - 6,000 14,000 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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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환경친화적 축산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악취 등 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기여.

  (4) 향후계획

친환경축산 농가 육성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자연순환농업 구축 및 활성화.

7.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 개   요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료작물 생산비용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및 부존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등을 지원하여 국내 자급사료 생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 비
(축발기금보조) 도비 시비 자담

계 2,993,017 281,154 367,200 857,159 1,487,504

사료작물종자대 67톤 245,962 72,704 29,081 67,856 76,321

사료작물재배단지 309ha 179,420 - 53,826 125,594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1,967톤 645,668 193,700 116,220 271,180 64,568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 네트지원

비닐464롤

네트27롤
42,028 - 5,730 13,373 22,925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2식 524,000 - 45,792 107,208 371,000

경영체 장비 지원 1식 147,500 14,750 13,275 30,975 88,500

부산물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

제조시설434㎡
생산시설 6식 1,192,839 - 100,000 233,329 859,510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78,000매 15,600 - 3,276 7,644 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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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국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향후계획

국내 조사료 생산 자급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의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 국제 사료값 상승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

8.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내수면 어업육성

  (1) 개   요

어류산란기인 4～6월경에 충주호의 수위가 감소됨에 따라 수초, 바위 등에 산란된

어란이 고사되어 매년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중 생태계

균형이 깨진 충주호 등 대단위 댐에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어족자원 조성사업 추진 및

내수면 어업 관리를 위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수산약

품 및 양식장비 지원,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지원 등

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단위 스포츠피싱대회 유치를

통해 낚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성과                                      (2019년 지원 기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777,972 62,000 59,800 538,200 117,972

수산종묘매입방류
뱀장어 외 1종

121천미
55,000 44,000 5,500 5,500 -

토종어류매입방류 다슬기 750천미 12,000 - 4,800 7,200 -

토속어종치어방류 붕어 9천미 20,000 - - 20,000 -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9,375kg 30,000 - 6,000 24,000 -

낚시터환경개선
(환경정화)

20ha 20,000 6,000 4,200 9,800

낚시터환경개선
(친환경화장실)

3개소 40,000 12,000 8,400 19,600

수산약품및양식장비 24개소 32,921 - 4,800 19,200 8921

노후어선선체및기관교체 5척(대) 87,730 3,600 29400 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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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대단위 댐 내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어류의 알을 보호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강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량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인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및 수중 생태계 균형유지, 스포츠피싱 활성화

로 충주 대외홍보 및 연관산업 경제유발효과

  (4) 향후계획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불법어업 단속 강화, 스포츠피싱대회(워킹, 동력

보트낚시대회) 적극 유치 등 내수면 어업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지원

5개소 53,366 - 7,500 22,500 23366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1개소
(855천미)

30,000 - 6,000 24,000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6개소 31,000 - 4,500 13,500 13,000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 30,155 - 4,500 13,500 12,155

시장배 낚시대회 1회 15,800 - - 10,000 5,800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조성사업

1식 320,000 3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