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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지원

1. 농가소득증진 농업기술교육  

  (1) 개    요(현황)

❍ 농가소득 100% 향상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과 전략작목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기술교육 추진

  (2) 주요성과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78회 5,114명

❍ 농업인대학 4개과정(산약초가공, 딸기, 사과, 복숭아) 60회 2,100명

❍ 강소농 경쟁력 강화교육 10회 274명

❍ 미래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45회 1,968명

  (3) 향후계획

❍ 전략작목 전문기술 및 경영비 절감 천연농약 제조 교육 추진

❍ 시민 행복도 향상 및 농심함량 농촌생활 문화 교육 추진 확대

2.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1) 개    요(현황)

❍ 농촌에서의 과학영농 실처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농업

의 선도자 및 지역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실 있게 육성하고자 함

❍ 조직현황 : 18개회 640명 (읍면동 17개회, 연합회 1개회)

농업인대학(양봉산업학과) 농업인대학(산약초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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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 농촌지도자회 과제 및 역량강화 교육 : 34회

❍ 경영비절감 친환경자재 활용교육 : 백두옹, 황토유황 등 30회/2,000명

❍ 충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리더십 배양 워크숍 40명(시연합회임원, 읍면동 회장)

- 농촌지도자 발전방안 토론, 화합행사 등

❍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 대회 및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추진

- 2회 86명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 7개소

-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4개소)

- 지역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2개소)

-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범(1개회 640명)

  (3) 기대효과

과학영농의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전

문교육 추진등 건문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의 차별화된 방향제시

3.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H회 육성

  (1) 개    요(현황)

❍ 영농4-H회원 농업기반 확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선도농업인으로 양성

   ❍ 학교4-H회원에게 농촌을 이해하고, 4-H이념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인격함양과 농심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 조직현황 : 11개회 876명(4-H본부 258명, 영농4-H회 58명, 학교4-H회 9개교 560명)

친환경농자재 제조 현장교육 친환경농자재 제조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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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 영농4-H회 회의 및 과제교육 : 14회 379명

❍ 영농4-H회 현장교육 : 2회 46명

❍ 4-H연합회 과제활동 : 충주 농산물한마당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및 수익금 기부

3일간 124명

❍ 4-H연합회 야영교육 : 제천시 박달재수련원 및 약초생활건강 113명

❍ 학교4-H 봉사활동 및 교육 : 12회 215명

❍ 4-H본부 현장교육 및 과제교육 : 3회 114명

❍ 4-H본부 과제포 운영 : 4개회(금가면, 앙성면, 엄정면, 4-H본부)

  (3) 기대효과

❍ 선진 영농기술 및 유통 등의 정보습득을 통한 유능한 청년농업인 양성

❍ 21세기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1) 개   요(현황)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과제활동(농산물한마당축제 참여) 야영교육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9장 농업기술센터

396

❍ 조직현황 : 17개회 543명

번호 연구회 명칭 회원수 회장이름 담당지도사

1 인삼연구회 31 정하옥 유재덕

2 오미자연구회 47 김태수 이헌구

3 꿀벌연구회 20 김철한 임강식

4 복숭아연구회 24 김기수 성수진

5 명품배연구회 40 원광희 박상환

6 한우연구회 24 김진구 이상명

7 정보화농업인연구회 32 김익제 이정선

8 블루베리연구회 36 이대호 우수영

9 뽕나무연구회 25 이한모 신영미

10 야생화연구회 46 정행숙 견민성

11 토종벌연구회 40 조영선 고영남

12 식생활지도연구회 32 한남현 지영미

13 국화분재연구회 31 홍용기 홍석주

14 산채연구회 21 김영구 배철호

15 딸기연구회 26 이일영 정윤필

16 가양주연구회 29 조낙영 강낙준

17 미생물연구회 39 조효준 김미화

합계 17개회 543

(2) 주요성과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 59회 2,232명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시험연구 : 5개회(명품배, 가양주, 국화분재, 한우, 양봉연구회)

(3)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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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

  (1) 개  요(현황) 

가) 추진배경

❍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미래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 확대시키고

❍ 특히,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

의 귀농ㆍ귀촌세대의 증가와 웰빙 추구 등의 변화로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농촌지역

의 생존대안으로 귀농·귀촌인의 획기적 인력 유입 대책 필요

    나) 충주시 전체 인구변화 추이

구 분 세대수
인 구 수(명) 전년도대비

(증감)계 남 여

2015 87,463 211,976 107,163 104,813 감 224

2016 88,900 213,075 107,773 105,302 증1,099

2017 90,246 213,359 108,190 105,169 증 284

2018 93,163 215,859 109,582 106,277 증 2,500

2019 95,648 216,070 109,944 106,126 증 211

   다) 충주시 귀농창업농 유치·육성실적

구 분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대수(호) 1,692 766 242 224 238 222

인구수(명) 3,252 1,597 453 390 396 416

   라) 충주시 연도별 귀농귀촌 지원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2,281 367 506 512 417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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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성과

정주의향 단계 가. 귀농인 교육(이론, 현장실습)

가) 사업목적

❍ 귀농·귀촌 정착 의양을 고취하여 우수 귀농·귀촌인 양성

나) 귀농인 정착교육

❍ 교육기간: 3월~11월

❍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앙성켄싱턴리조트, 영농현장, 선도농가 농장 등

❍ 계획인원(실적): 528명(505명)

❍ 교육대상: 충주시 전입5년 이하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예비자

❍ 세부 추진현황

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비: 60백만원(국비 30,000천원, 시비 30,000천원)

❍ 인 원: 12쌍 24명(멘토 12명, 멘티 12명) / 5개월간

❍ 사업내용: 선도농가(멘토)에 연수수당 400천원/월, 5개월 2백만원

귀농연수생(멘티)에 교육훈련비 800천원/월, 5개월 4백만원

라)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비: 20백만원(시비 100%)

❍ 인 원: 7명(멘티 7명) / 1˜8개월간 / 시설딸기

❍ 사업내용: 귀농연수생(멘티)에 교육훈련비 800천원/월, 1˜8개월

과 정 명 기 간 시간
계획인원

(명)

참석인원

(명)

1 귀농인 정착교육 단기(1차) 3.18 ～ 3.20 60 75 65

2 귀농인 정착교육 단기(2차) 6.17 ～ 6.28 60 45 40

3 귀농인 정착교육 단기(3차) 11.18 ～ 11.29 60 46 39

4 귀농인 심화교육(건대협업) 8.21 ～ 8.23 27 20 19

5 직장인 기초 귀농과정 9. 26 ～ 9.28 27 20 20

6 귀농귀촌 맞춤형 컨설팅 1월 ～ 12월 2 322 322

계 236 528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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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향 단계   나.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홍보행사

가) 사업목적

❍ 귀농귀촌 관련 선진정보 수집 및 홍보를 통한 도시민의 귀농 활성화

❍ 귀농·귀촌 정착 의양을 고취하여 우수 귀농·귀촌인 양성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5회(박람회 4회, 홍보행사 1회)

❍ 박람회 참가실적: 4회 140명

　 기 간 주 최 장 소 세대 상담(명)

1 3. 21 ～ 3. 23 국민일보 서울 양재동 aT센터 25 37

2 4. 26 ～ 4. 28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aT센터 10　 14

3 8. 30 ～ 9. 1 동아일보 서울 양재동 aT센터 35 46

4 11. 22 ～ 11. 24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서울 양재동 aT센터 33 43

계 4회 103 140

  ❍ 귀농인 유치 홍보행사 

      - 일시 및 장소: 11. 7(일), 충주세계무술공원

      - 대상 및 인원: 서울시 자유총연맹회원 701명

이주준비 단계   다. 귀농인의 집 운영

가) 사업목적

❍ 충주로의 귀농준비 단계 도시민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조성·제공하고 농촌체험 하

게하여 충주에 정착(귀농·귀촌) 유도

나) 귀농인의 집 운영현황: 2개소, 5동

장 소 규모(면적) 모집
동수

임대(운영)
기간 임대료/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534-1 목구조99㎡ 3동 1년 ㅇ 보증금 500만원

ㅇ 임대료 년 200만원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1461-7

(화암리 15번지)
49㎡ 2동 1년

(3개월단위)
ㅇ 보증금 100만원
ㅇ 120만원(36만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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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실행 단계 라.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가) 사업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사업개요

❍ 지원자격: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 2년 이내

※ 충주 시내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사는 제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2년이내

❍ 사 업 량: 17백만원(1백만원 × 17세대)

이주실행 단계 마.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개선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12백만원(2백만원×6호) * 도비 30%, 시비 70%

❍ 지원기준: 호당 2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수리 등)

이주실행 단계 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개선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13호 20백만원(시비 100%)

❍ 지원기준: 호당 2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농가주택수리, 경작지 임차료 지원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수리 등)

- 귀농인 경작지 임차료 (지원단가 : 300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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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 단계 사.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가) 사업목적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 및 창업설계를 통한 소득기반 조성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8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기준: 호당 1천만원이내

❍ 세부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상표등록), 홈페이지 제작

- 포장재, 포장용기, 홍보물 제작등

이주정착 단계 아.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가) 사업목적

❍ 청년귀농인에게 고소득 작목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50백만원

❍ 지원기준: 호당 1천만원이내(시비 100%)

❍ 세부 사업내용

- 소형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창고등 설치

이주정착 단계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융자)

가) 사업목적

❍ 귀농인의 조기 소득안정 및 정착 유도를 통한 도시민 유치 활성화

❍ 귀농인에게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조기정착 유도

나) 사업개요

❍ 위 치: 충주시 농촌지역(20개 읍면동)

❍ 사업내용: 충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 세대에 창업자금지원

❍ 지원기준: 호당 창업자금3억원, 주택신축(구입)자금 7.5백만원 - 융자지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다) 지원실적: 20농가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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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 단계 차.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가)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상호 융화를 촉진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9개소(도비 2개소, 시비 7개소

❍ 사 업 비: 18백만원(도비 1.2백만원, 시비 16.8백만원)

❍ 대 상: 읍면동귀농귀촌지회 회원, 지역주민

❍ 교육실적

읍면동 프 로 그 램 명
사업량

(인원)

참여인원(명)

계 귀 농
귀촌인

지역

주민

엄정면 합창하는 엄정 10회 300명 30 16 14

금가면
어울렁 더울렁 함께가는 우리

(천연염색, 지끈공예)
3회 63명 21 11 10

대소원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1회 30명 30 17 13

앙성면 도예공예 실습 1회 30명 30 10 20

동량면 농업박람회 견학 1회 27명 27 10 17

신니면 꽃차만들기 이론 및 실습 3회 60명 20 10 10

수안보면 DIY가구 만들기 실습 3회 60명 20 10 10

주덕읍 블루베리차, 쿠기 실습, 냅킨아트 2회 50명 25 10 15

시동지회 도시민 초청행사 개최 1회 1000여명

이주정착 단계 차. 충주시귀농귀촌협의회 도시민 유치 활동 지원

가) 사업목적

❍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학습모임 단체인 충주시 귀농귀촌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

하여 선진 귀농·귀촌 학습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보 교류·토론 등을 통한 애로사

항 해소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유도

❍ 귀농인과 충주시의 연계·합심으로 귀농 귀촌인 유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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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체험등 5개분야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귀농귀촌인, 도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지원

❍ 사 업 비: 1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세부 추진 계획 비고

ㅇ귀농귀촌협의회

임원(월례)회의

ㅇ 기 간: 8. 7 /9. 30 /11. 5 /12. 5(4회)

ㅇ 장 소: 농업기술센터 및 임원, 지회장댁

ㅇ 대상 및 인원: 66명

ㅇ 주요내용: 당면사항 전달 및 협의

ㅇ지역민, 도시민과

함께하는 귀농귀

촌협의회 현지

연찬교육

ㅇ 일 시: 7. 17(수)

ㅇ 장 소: 충남 당진시, 서산시

ㅇ 참석인원: 76명(귀농귀촌협의회원,도시민,지역민등)

ㅇ 주요내용

- 6차산업 활성화 마을 육성사례 발표 및

마을 견학(당진 백석올미마을)

- 도시민 유치 활성화 방안 협의

ㅇ도시민과 함께

하는 충주귀농귀촌

협의회 농촌체험

ㅇ 일 시: 11. 28(목)

ㅇ 장 소: 산척, 엄정, 앙성면 일원

ㅇ 참석인원: 35명(귀농귀촌회원, 도시민)

ㅇ 주요내용: 흑미쌀찐빵, 시골밥상체험, 우림

정원 및 비내길 탐방, 온천욕 체험등

ㅇ지역민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

협의회 참마음

대회

ㅇ 일 시: 10. 16(토)

ㅇ 장 소: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광장

ㅇ 참석인원: 200명

(귀농귀촌협의회원, 지역민, 도시민, 관계자등)

ㅇ 주요내용

- 식전후공연, 개회식, 화합의 한마당, 회원

장기자랑대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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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세부 추진 계획 비고

ㅇ충주시 귀농귀촌

협의회 연말총회

및 송년회 개최

ㅇ 시 기 : 12. 17(화) 17:00˜20:00

ㅇ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ㅇ 대상 및 인원 : 110명(귀농귀촌회원 102명,관계자 8명)

ㅇ 주요내용

- 개회식(우수회원 표창 8명)

- 연말총회(활동 동영상 상영, 감사보고,

회비결산보고등)

- 화합의 한마당(노래자랑)

ㅇ 소요예산 : 2,345,750원

(보조 2,336,310원, 자담 9,440원)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귀농귀촌인 정착교육의 내실화로 귀농정착률을 높이고 역귀농 방지하며

❍ 귀농인 대상 이론부터 단계별 현장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 신규농업인(귀농인) 정착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

❍ 귀농귀촌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 해소로 조기정착 및 행복한 농촌 만들기

❍ 도시민 성공귀농·행복 귀촌 적극 지원으로 관외 전입 귀농귀촌인 1만명 늘리기

달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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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1) 사업개요

❍ 개 소 수 : 2개소 (본소 / 대소원)

❍ 격납면적 : 2,531㎡ (본소 1,535㎡, 대소원 996㎡)

❍ 농기계현황 : 88종 541대(본소 72종 314대 / 대소원 59종 227대)

구 분 제1임대사업장/본소 제2임대사업장/대소원 비 고

준공일 2018. 11. 23 2013. 7. 26

위 치 동량면 충원대로 1350 대소원면 화곡1길 30-29

구 조 지상1층/일반철골골조 지상1층/일반철골골조

격납면적 1,535㎡ 996㎡ / 일반철골골조

농기계현황 72종 314대 59종 227대

※ 대표기종 :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굴삭기, 관리기, 기타 등

  (2) 주요성과

❍ 임대실적

연도별 지원회수
(회)

지원일수
(일)

작업면적
(ha)

사용료
(천원) 비 고

2013 1,572 2,227 1,725 74,983

2014 1,671 2,553 1,772 84,.678

2015 1,870 2,400 2,012 90,357

2016 2,304 2,798 3,637 109,594

2017 2,139 2,572 3,647 97,746

2018 2,603 3,229 3,347 109,436

2019 3,294 4,064 4,095 131,286

  (3) 기대효과

❍ 농업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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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및 반응 

❍ 농기계 임대장비 활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 탁월

❍ 많은 농업인에게 좋은 호평을 듣고 있으며 매우 감사하고 있음

❍ 추가설치 및 다양한 기종과 수량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

  (5) 앞으로 추진계획

❍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 임대장비 추가 확보에 주력

❍ 농기계 교육용 훈련장비를 임대 농기계로 전환 활용

7. 농업기계 현장순회수리 교육

  (1) 개    요 

❍ 농업기계 신기종 보급증가에 따른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

수리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추진방향

❍ 기 간 : 연중

- 순회수리 : 3월∼11월 / 9개월

- 내방수리 및 긴급수리출동 : 연중실시

❍ 지 역 : 20개읍·면·동 연간 110회 마을순회

-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

❍ 수리 장비 : 3ｔ탑차 1대 콤프레샤 발전기등 20종

- 기종별 농기계 부품사전 확보

❍ 수리반 구성 : 1개반 2명(수리교육담당 1명, 기간제 1명)

  (3) 추진실적

   ❍ 순회수리 현황

대상마을(마을)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계 남 여

110 122 110 110 119 108 3,150 3174 691 3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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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별 수리교육 실적

구 분 수 리(대) 정 비(대) 계(대)

계 1,140 284 1,424

트렉터 2 1 3

경운기 344 48 392

관리기 113 34 147

이앙기 1 0 1

구 분 수 리(대) 정 비(대) 계(대)

예취기 332 87 419

동력분무기 208 33 241

기 타 140 81 221

❍ 홍보실적

홍보물 제작
(리플렛제작) 보도매체 활용 홍보

계획
(부)

실적
(부)

비

율

(%)

소
계

TV (라디오, 인
터넷 포함) 신문 간행물 등 기타

계획
(회)

실적
(회)

비율
(%)

계획
(회)

실적
(회)

비율
(%)

계획
(회)

실적
(회)

비율
(%)

3,000 3,000 100 13 5 7 140 2 3 150 3 3 100

  (4) 기대효과

❍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 중심으로 임대사업 강화

❍ 농기계수리교육으로 통한 농기계 관리 효율화 증대

❍ 농업인에 대한 수리 실습교육 강화를 통하여 자가수리 능력 향상

❍ 안전교육 병행실시로 사고 발생방지 및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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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후계획

❍ 시기별 추진계획

시 기 교 육 내 용 대 상 지 역

2월 ◦농기계작동원리 안전이용기술교육

◦사용전 점검(경운기,이앙기중심)

◦내방수리 병행

◦ 관내 전지역

3월∼11월 ◦대상지역 선정 순회수리교육

◦내방수리 병행

◦수리점에서거리가먼취약지역

배정(농민상담소장)

12월 ◦월동기 장기보관 관리 점검지도

◦내방수리

◦관내 전지역

    ❍ 수리요청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출동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신속 대처

❍ 농기계를 영농현장 수리강화로 원할한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인력 확

보 노력

❍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활용 및 수리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필요

   (6) 관련사진

8. 농작물 가뭄대책 한해장비 긴급수리 추진

  (1) 목    적  

❍ 읍면동 보유 한해장비 점검 및 취급요령교육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가뭄에 신

속히 대응 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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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내용 및 실적

❍ 추진기간 : 2월중

❍ 대 상 : 13개 읍면사무소

❍ 수리요원 : 3명 (농업기계팀 농기계순회수리요원)

❍ 대상기종 : 양수기, 기타(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

❍ 내용 및 결과 : 양수기 등 한해장비 취급요령교육 및 사전점검 수리 연간 200

∼300여대

   (3) 관련사진

9. 영농취약계층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1) 개    요

❍ 기 간 : 2019 3. 25 ∼12. 13

❍ 사업대상 : 영농취약계층(고령농, 부녀농, 영세농, 장애인, 귀농인 등)

❍ 주요내용 : 임대용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2) 추진실적

❍ 수혜인원

합 계 고 령 농 부 녀 농 영 세 농 기 타

207명 136 50 5 16

❍ 농작업 대행 실적

- 작업회수 및 면적 : 350회 80ha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9장 농업기술센터

410

❍ 작업내용

작업종류 작업회수 작업면적(㎡) 수수료(원) 비 고

계 350 800,448 24,357,000

경운,로터리,피복 238 454,941 13,872,000

이앙작업 30 91,896 2,847,000

보리수확 3 7,590 226,000

참깨수확 1 3,960 118,000

들깨수확 3 3,914 117,000

땅콩수확 2 990 60,000

고구마수확 4 10,900 337,000

벼수확 43 133,429 3,986,000

콩수확 24 84,578 2,547,000

율무수확 1 3,300 99,000

잔가지파쇄 1 4,950 148,000

  

  (3)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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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업소득

1. 수도시험장 운영   

  (1) 수도시험장 운영 목적

❍ 목 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품종에 대한 농가 확대 보급 시험포 조성으로 새로운

품종의 농가 적응력 확보

- 신기술 실증시범 시험장을 인근농가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신품종 농가 공급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유도

  (2) 수도시험장 운영현황 

❍ 위 치 : 달천동 672-2, 3번지

❍ 면 적 : 0.6ha (새일품벼 900평 / 추청벼 900평)

❍ 식재 품종 : 2품종 (새일품벼, 추청벼)

* 품종특성

품종명 숙기 출수기
키

(cm)

이삭수

(개/수)

벼알수

(개/수)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

쌀수량

(kg/10a)

새일품벼 중·만생종 8. 16 80 14 125 5.9 89.4 598

추청벼 중·만생종 8. 19 84 22 97 5.9 90.1 454

- 방제방법 : 표준방제 보비구

- 병해충 발생 현황 적기예찰 / 매일

❍ 용 도 : 밥쌀용

❍ 모내기 : 2019. 5. 21 / 포트묘 육묘 이앙

- 포트육묘 : 육묘상자(448공)를 활용하여 벼 알을 2~4알씩 파종

- 포트육묘의 장점

‧ 건묘육성 / 줄기가 튼튼하고 강하다

‧ 활착이 빠름 / 뿌리가 절단되지 않아 활착에 유리

‧ 개장형 분얼 / 줄기 사이의 공간이 넓어 통풍과 햇빛 투과량 증가

‧ 줄기가 굵어 도복에 강하다

❍ 토양관리 : 2회 실시 / 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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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

❍ 병해충 방제(농약살포)

- 표준방제구 : 지역의 병해충 방제 적기 준용

시기
병 해 충 해

대상병해 농약 대상해충 농약

5월

이앙일
잎도열병 상자처리 물바구미,이화명충 상자처리

7월~9월

중하순경

도열병,세균병,

이삭누룩병 등

입제 및

수화제 처리
멸구, 나방류

입제 및

수화제 처리

- 이앙 전ㆍ후 제초제 처리 / 가급적 신농약 위주 방제

❍ 벼 병해충 조사

- 표준방제 보비구 조사

‧ 조사요령 : 2019년 농작물병해충 예찰요강에 의거

‧ 조사시기 : 매일 / 15일 간격 조사

※ 조사결과 국가병해충종합관리시시템 입력 농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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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 단한번 비료 사용

구 분 시비법
질 소

시비량

시비(10a당)

밑 거 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새일품벼 관행시비 30㎏ 100% - -

추청벼 “ 30㎏ 100% - -

❍ 시험장 추진일정

세 부 내 역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포장준비

각종 기자재 설치

못자리설치 및 관리

시험장 이앙

시험장 포장관리

병해충 조사

생육 및 수량조사

수확 및 건조

수매 및 세외수입

식미평가

(3) 작황요약 

기상개요 (5월～10월)

◦ 기온은 전반적으로 5~8월까지 평년보다 0.3~1.8℃이상 높았으나 6월 상‧중순경

일부지역에서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음. 등숙기인 9~10월의 온도는 평년

에 비해 별차이가 없었으나,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벼 등

숙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금년 강우량은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하여 다소 부족

하였지만, 벼 생육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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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평균기온(℃) 일조시간(시간) 강수량(mm)

금년 평년 차 금년 평년 차 금년 평년 차

5 18.3 17.1 1.2 298.6 242.9 55.7 15.4 88.7 △73.3

6 21.7 21.7 0 211.9 219.9 △8 59.6 134.7 △75.1

7 25.0 24.7 0.3 138.4 178.7 △40.3 161.4 293.5 △132.1

8 26.0 24.9 1.1 211.4 197.2 14.2 102.6 268.6 △166

9 21.1 19.3 1.8 131.2 188.7 △57.5 165.9 148.9 17

10 13.1 12.4 0.7 178.3 193.5 △15.2 58.3 57.5 0.8

시험재배 결과

◦ 생육상황

- 생육은 전반적으로 새일품벼와 추청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5월 이앙후

저온으로 인해 뿌리의 발근 및 생육에 지장이 있었으나 포트묘 육묘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초장은 새일품벼 83.1cm(추청 85.6cm), 유효 경수는 새일품벼

32.0개(추청 28.2개) 추청벼 보다 3.8개, 영화수는 129.5개로 추청벼 보다 38개

많았으며. 출수는 8월 7일경으로 추청벼 비해 5일정도 빠르며 새일품벼 특성

보다도 9일정도 빠른 불시출수 경향을 보였음.

◦ 생육조사 결과

품종 조사내역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삭당
벼알수

새일품
초장(cm) 23.2 26.0 36.3 63.8 83.1

129.5
경수(개) 6.8 19.0 25.0 26.0 32.0

추청
초장(cm) 23.2 25.3 46.9 66.1 85.6

85.5
경수(개) 6.8 15.2 20.9 23.4 2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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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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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벼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삭당

초장(cm)

경수(개)

초장(cm)

경수(개)

※ 새일품벼 추청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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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 조사 및 방제 결과

- 이앙전 상자전처리제(자바라 등)를 살포 이앙하였으며 금년6~8월은 평년대비

적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8

월초 우리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고온다습조건으로 잎집무늬마름병

이 급속하게 발생하여 1차 방제를 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10여일 앞서 출수가

되어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번져 서둘러 2차 방제를 실시하였음.

잎집무늬마름병(8월 3일) 1차 방제(8월 5일)

◦ 수확결과

- 일반 농가의 경우 이앙초기 저온으로 인한 생육불량으로 전년에 비해 경수가

1~3개 정도 줄었으나 새일품벼는 포트묘 육묘를 통한 발근 촉진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7월중순∼7월말 고온다습으로 인한 문고병 발생 및 10여

일 앞서 새일품벼의 불시출수 에 따른 강우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발생하여

출수 후 등숙에 피해를 받았음. 이후 9월초∼10월초 연속적으로 태풍(링링, 타

파, 미탁)이 몰려와 추청벼는 도복피해를 입어 등숙에 문제가 있었지만 새일

품벼는 내도복성으로 추청에 비해 도복피해가 적었음. 새일품벼의 이삭당 벼

알수는 129.5개(추청 85.5개)로 추청벼에 비해 151%가 증가하였으며, 등숙률은

추청벼에 비해 다소 떨어졌음. 또한 천립중은 품종특성 대비 0.1g 증가하였고

쌀 수량은 10a당 530kg으로 추청벼에 비해 98kg 증수되었음.

구 분
출수기

(월,일)

벼키

(cm)

이삭길이

(cm)

이삭수

(개/주)

벼알수

(개/주)

등숙률

(%)

천립중

(g)

쌀수량

(kg/10a)

새일품벼 8. 07 83.1 24.0 20.0 129.5 85.2 22.1 530

추청벼 8. 12 85.6 19.2 22.4 91.5 90.4 21.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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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길이 <추청(위), 새일품(아래)> 이삭길이 <추청(위), 새일품(아래)>

수확전 포장전경 (1) 수확전 포장전경 (2)

콤바인 수확 (1) 콤바인 수확 (2)

품종 및 재배지역에 따른 쌀 품질 분석 결과

❍ 의뢰일시 : 2019. 11. 5(화)

❍ 의뢰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품 종 : 4개품종 (새일품, 추청, 참드림, 새칠보)

❍ 분석요인 : 쌀품위, 식미검정

❍ 결과통보 : 2019.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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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품위

재배지역 품종 정상립 분상질립 피해립 싸라기 착색립 동할립

수원 새일품 89.4 3.3 1.1 5.5 0.1 0.6

전주 새일품 86.9 3.7 1.1 3.6 0.3 4.4

충주

새일품 83.4 3.7 1.2 7.1 0.1 4.5

추  청 90.8 0.4 0.7 3.9 0.1 4.1

참드림 86.2 0.9 1.1 7.8 0.1 3.9

새칠보 89.8 0.8 0.7 4.0 0.1 4.6

◦ 식미검정

재배지역 품종 밥모양 밥냄새 밥맛 찰기 질감 총평

수원 새일품 0.44 0.19 0.41 0.42 0.49 0.44

전주 새일품 0.13 0.25 -0.25 0.25 -0.13 0.00

충주

새일품 -0.13 0.13 -0.25 -0.25 0.00 -0.13

추  청 -0.38 -0.13 0.00 0.00 -0.25 -0.38

참드림 0.11 0.09 0.24 0.43 0.30 0.27

새칠보 0.25 -0.38 0.13 0.00 0.13 0.13

- 쌀 품질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관내 재배된 새일품이 쌀 품위 및 식미검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음. 반면 수원산, 전주산은 좋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아직 충주지역의 새일품벼 특성에 맞는 재배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앙시기를 기존 5월 20경보다 일주일 가량 늦추고 질소 비료 또한 기존 시비

량 보다 줄여야 새일품벼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임.

  (4) 총  평

❍ 2019년 우리지역에 새로 도입되는 새일품벼의 재배적지는 중부평야지 및 중산

간 일부지역으로 초형과 미질은 일품과 유사하며, 병저항성과 저온발아성에 있

어서 일품벼를 개선한 품종으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임.

❍ 새일품벼의 도복지수는 추청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재배상의 유의점으로는 질소질 비료 과용시 미질저하, 등숙률 저하, 숙색불량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 균형시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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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낙수시 등숙이 불량하여 불안전미 발생할 수 있음.

❍ 일품에 비해 현미의 길이가 긴편이며, 복백이 일부 나타남.

  (5) 기대효과

❍ 예찰포를 통한 병해충 예찰 및 발생정보 제공으로 농가피해 확산 방지

❍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증진

❍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을 통한 농가 종자보급 확대로 소득증대 도모

2. 2019년 종합분석실 운영 

  (1) 종합분석실 운영 목적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농업자원(토양, 식물체, 농산물)에 대한 분석

검정기능 강화 및 활성화

◦ 친환경 및 GAP 인증(쌀, 밭)직불제, 중금속, 가축분뇨 액비분석, 농업인 의뢰

토양 검정 등 검정진단 지원 및 현안 친환경농업 정책 업무지원

◦ PLS에 시행에 따른 농약잔류 분석기 도입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충주시 생산

농산물 안정성 강화

  (2) 추진방향

◦ 신규 검정기기 도입 등을 통한 종합분석실 운영 내실화로 친환경농업 기초기반 확보

◦ 지역특성 및 농업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현장 위주의 농업자원(토양, 식물체,

액･퇴비, 농산물 및 유해물질 등 분석진단

◦ 토양분석, 잔류농약 분석요원 전문화 및 정확도 향상 운영지원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등)

◦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친환경 농업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친환경농어업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

◦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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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영개요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등)

◦ 운영기간 : 2019. 1. 1. ~ 12. 31.

◦ 규 모 : 종합분석실 1개소 / 198㎡

◦ 분석점수 : 5,149점

◦ 주요 분석장비 : 9대

- ICP(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UV분광 광도계, PH측정기, UV-VisSPEC,

수은분석기, 질소분석기 등

- 잔류농약 분석기기

ㆍ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ㆍ GC―MS/MS(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 예 산 : 113,628천원

- 인건비(40,728천원) / 재료비(32,500천원) / 일반운영비(19,000천원),

자산취득비(21,400천원)

◦ 인력현황 : 4명(지도사1, 공무직1, 기간제2)

◦ 운영내용

- 토양 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 2,449건

- 친환경, GAP농가 토양중금속 분석 / 1,743건

- 작물 엽분석,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분석 / 171건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토양개량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 분석 / 786건

◦ 검정요령

- 시비처방에 필요한 항목은 표준분석법에 의거 정밀분석

- 검정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성분별 분석 절차에 의거 검정

- 검정 보조요원에 대한 시료조제, 건조 및 분석능력 교육 추진

- 검정 결과는 항상 기록을 유지하고 분석하여 시비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

  (5) 기대효과

◦ 토양 정밀분석 및 처방으로 토양개량 지도 및 비옥도 증진

◦ 과학적 정밀 검정을 통한 합리적 양분관리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화학비료, 농약사용 절감으로 토양환경 개선과 농가 경영비 절감

◦ 토양검정 결과 전산망(흙토람) 입력을 통한 지역 토양관리 정보 제공

◦ 잔류농약 분석을 통한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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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

❍ 최근 농업기상 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교역 확대로 돌발 병해충 발생이 급격히

증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긴급 돌발 병해충 확산방지

  (1) 목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ㆍ후 신속히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확산방지

❍ 국내에 유입된 검역ㆍ돌발 병해충을 공동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2) 추진방향

❍ 정밀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발생 전ㆍ후 적기 방제로 확산 방지

❍ 지역방제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신속한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

❍ 광역권 및 마을단위 일제 집중 공동방제

❍ 검역ㆍ돌발 병해충의 출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확산방지

❍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라 정밀예찰 등 신속한 방제 추진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3)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9. 6. ~ 10.(5개월간)

❍ 운영예산 : 836,200천원

❍ 지원대상 : 검역ㆍ돌발ㆍ비래해충 발생 우려지역 농업인, 마을

- 병해충 발생이 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긴급 공동방제 추진

❍ 지원내용

- 벼 : 키다리병, 물바구미, 이화명충, 도열병, 혹명나방 등 주요 병해충 방제

- 과수 등 : 화상병,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

- 지원방법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구입배포)

❍ 추진체계

읍면동 예찰 및

방제 소요량 조사
→

읍면동

방제비 배정

(소요량 산출)

→

방제약제

구입

(읍면동별)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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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결과

❍ 방제기간 : 2019. 6. ~ 10.

❍ 병해충명 : 이화명충, 도열병, 혹명나방, 멸구류 / 화상병 / 미국선녀벌레 등

❍ 방제면적

- 식량작물 방제: 17개 읍면동 / 4,852농가 / 3,683ha

- 과수 방제: 20개 읍면동 / 1,829농가 / 1,816ha

❍ 주요발생 작목 : 벼, 사과, 복숭아, 매실, 대추, 인삼, 고추, 참깨 등

4. 농업환경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1)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사업대상 : 1개소 / 중앙탑 감자작목반(정명진)

❍ 사업내용 : 전자동 감자파종기, 감자 줄기 파쇄기, 트랙터 수확기(수집형 감자수

확기), 비료 구입

❍ 기대효과 : 파종~수확 전 과정 생력기계화를 통한 밭농업 경쟁력 향상

감 자 파 종 기 감 자 줄 기 파 쇄 기 트 랙 터 수 확 기

  (2)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30%)

❍ 사업대상 : 1개소 / 서정대(산척면)

❍ 사업내용 : 큐어링 겸용 상온저장시설, 생력기계(경운기)

❍ 기대효과 : 고구마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배부 및

방제실시
→ 읍면동 결과보고 → 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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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온 저 장 고 경 운 기

  (3)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30%)

❍ 사업대상 : 1개소 / 김태완(엄정면)

❍ 사업내용 : 콩 탈곡기, 로타리, 동력살분무기, 기타 농자재

❍ 기대효과 : 파종~수확 전 과정 생력기계화를 통한 밭농업 경쟁력 향상

  (4) 벼 포트묘 재배 시범

❍ 사 업 비 : 74,70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30%)

❍ 사업대상 : 1개소 / 이상용(주덕읍)

❍ 사업내용 : 포트묘 이앙기, 파종기, 육묘상자

❍ 기대효과 : 벼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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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시범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30%)

❍ 사업대상 : 1개소 / 이봉규(금가면)

❍ 사업내용 :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드론 교육

❍ 기대효과 : 식량작물 병해충 약제 악성 노동력 절감

5. 제24회 충주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 개최

  (1) 행사개요

봄꽃 향기가 만연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야생화 연구회원들이 겨우내 정성들여 가꾼

야생화 작품을 전시하여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야생화 심기 체

험을 통한 생활원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 주요성과

❍ 기 간 : 2019. 4. 25.(목) - 28.(일) <4일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테마농업공원

❍ 규 모 : 500여점/1,000㎡

❍ 출 품 작 : 야생화 분화, 분경, 분재, 석ㆍ목부작 등

❍ 주관단체 : 충주야생화연구회(회원 54명)

❍ 관람인원 : 8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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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충주시야생화 연구회원 작품전시 관람 및 야생화 심기체험 등

- 국화 분개 기초 교육(4. 25.), 생활 원예 교육(4. 27.)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야생화 이용 실내조경의 활용도 인식 및 도시농업 활성화 유도

❍ 시민 정서함양 및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보존의 중요성 고취

❍ 어린이 야생화 심기 체험을 통한 현장교육 기회 제공

안석영 부시장님 격려사 허영옥 의장님 격려사 작품 설명

케잌 절단식 기념 촬영 판매 및 체험행사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9장 농업기술센터

425

  ※ 기타 활동사진

척사대회(2.6) 선진지 벤치마킹(3.15) 1차 실습 교육(3.16)

충북야생화 전시회(5.23-26) 야생화 전시회 준비 작품 소재 구입(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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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주 국화분재 전시회 행사추진

  (1) 행사개요

충주시의 시화인 국화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 홍보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볼거리 제공을 통해 가을 국화의 멋을 감상하는 전시회를 국화분재연구

회원들이 주관하여 충주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5일간 개최하였다.

  (2) 주요성과

❍ 기 간 : 2019. 11. 6.(수)∼11. 10.(일) <5일간>

❍ 장 소 :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광장

❍ 규 모 : 1,000여점 / 석·목부작, 문인작, 직간작, 대국 등

❍ 주관단체 : 충주국화분재연구회

❍ 관람인원 : 1,000여명

❍ 내 용 : 충주시국화분재연구회원 작품전시 및 관람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충주시 시화인 국화전시를 통한 충주시민의 의식을 함양

❍ 관람객의 가을 국화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개최

❍ 새 소득작목 개발과 분화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축하공연 시장님 안내 전시장 전경

시낭송회 야외 전시장 국화꽃차 시음 및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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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활동사진 

선진지 현장교육(5.16) 전시회 소재 샘플링(9.18) 선진지 벤치마킹(10.29)
  

  ※ 행사 홍보자료

보도 자료 충북 CCS 방송국 보도

팸플릿 제작 충주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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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딸기 농업인연구회 운영

  (1) 연구회 현황

❍ 조직총히: 2018. 1. 30.(화) / 33명(회장 이일영)

❍ 재배규모: 11.5ha / 고설 6ha, 토경 5.5ha

❍ 재배품종: 설향(90%), 싼타(5%), 금실(3%), 아리향(2%),

❍ 재배작형: 촉성재배 / 정식 9월 중순 ⇒ 수확 11월 하순 – 익년 5월경

❍ 활동내용

▪ 월례회의(격월 1주차 금요일), 선진지 견학 및 재배기술 교육 등

▪ 연구회 밴드운영(당면 영농정보 게시, 공지사항 전달 등)

  (2) 활동실적 

❍ 충주 딸기연구회 총회 및 월례회의

- 연시총회: 1. 30(화) 19:00- / 친환경농업연구관 2층 소회의실 / 24명

▪ 2019년 운영계획, 회칙수정, 임원선출, 주요사업 추진협의 등

- 3월 회의: 3. 8(금) 17:00- / 친환경농업연구관 2층 소교육장 / 19명

▪ 육묘교육 및 벤치마팅 계획수립, 친환경 천적활용 사업관련 협의 등

- 5월 회의: 5. 10(금) 18:00- / 친환경농업연구관 2층 소교육장 / 12명

▪ 연구회 추진현황 공유, 유리온실 딸기 육묘현장 견학, 당면현안 협의 등

- 연말총회: 12. 13(금) 18:00- / 친환경농업연구관 2층 소교육장 / 27명

▪ 2019년 결산보고, 추진실적 및 2020년 사업추진계획 협의

▪ 회칙수정, 임원 선출(전 임원 연임 결정)

▪ 당면 영농기술 교육(담당자): 동절기 환경관리, 품질향상 및 병해방지 등

이일영 회장 인사 당면 영농기술 교육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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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원예농협 공판장 관계자 간담회

- 1차: 1. 25.(금) 18:00- / 목행도매시장 일원 / 22명(회원 및 원협관계자)

▪ 경매장 매월 2주차 일요일 경매휴무, 타지역 딸기 가격 관련 협의 등

- 2차: 11. 14.(목) 18:00- / 목행도매시장 일원 / 28명(회원 및 원협관계자)

▪ 딸기 출하관련 업무협의 및 간담회

친환경농산과장 인사 농업소득과장 인사 기타 협의

❍ 우량묘 생산 핵심기술 교육

- 2019. 3. 20.(수) 14:00-18:00 / 소교육장

- 충남대학교 원예학과 최종명 교수

- 딸기 우량묘 생산 핵심기술 교육

교육 시작 우량묘 생산 기술교육 / 최종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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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 선진농장 벤치마킹

- 3. 23.(토) / 완주, 남원, 김천 일원 / 22명

- 재배 및 육묘 선진농가 현장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

❍ 딸기 맞춤형 집중 컨설팅 추진(4회)

- 1차: 4. 19.(금) 10:30-15:00 / 소교육장, 인근 농가 / 22명

▪ 시설원예시험장 정호정 박사 / 우량묘 생산 핵심기술 및 현장교육

- 2차: 6. 19.(수) 15:00-19:00 / 미생물 배양센터 교육장 / 16명

▪ 충북딸기마이스터대학 박종대 교수 / 삽식 육묘 및 토양소독 핵심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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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7. 25.(목) 15:00-19:00 / 소교육장, 인근 농가 / 17명

▪ 충북딸기마이스터대학 박종대 교수 / 화아분화 유도 및 육묘농가 현장교육

- 4차: 10. 21.(월) 14:00-18:00 / 소교육장, 인근농가 / 22명

▪ 고령지농업연구소 이종남 박사 / 신품종(고슬) 품종소개, 민원사례 분석 등

❍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운영

- 8. 22. - 9. 20.(30일간) / 농업소득과 사무실 / 총 19농가(500여점)

▪ 화아분화 진행상황 판정 및 정식 적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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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작목 시험장 운영

  (1) 운영개요

충주 농업소득 100%증진 계획과 연계하여 시설과채류 전략작목을 선발하고 기능

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 기능성 작물 도입적응 시험연구를 위해 소득작목 시

험장을 운영하였다.

  (2) 조성현황

❍ 위 치: 동량면 1667번지(청사내), 달천동 672-1번지

❍ 조성면적: 총 6,396㎡ / 육묘온실 880㎡, 비닐온실 2,546㎡, 노지 2,970㎡

첨단 유리온실 소형 단동온실 달천동 단동온실

  (3) 주요내용

1) 최첨단 유리온실 운영(신청사)

- 시설유형: 벤로형 3동, 지열냉난방, 행잉베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 시설규모: 880㎡(작업장 230㎡, 재배온실 650㎡)

- 유리온실 평면도

지열냉난방 양액공급기
A동 : 행잉베드 온실(딸기)

기 계 실

출입구

저온

창고

(냉동)

저온

창고

(냉장) B동 : 벤치육묘 온실(딸기, 과채류 등)

입구

사무실 C동 : 벤치육묘 온실(국화 삽목 육묘)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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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동 : 행잉베드 온실 >

❍ 운영기간: 2019. 3. - 12월

❍ 시설규모: 216㎡(행잉베드 22m×5베드)

❍ 재배작목: 딸기(3품종 / 설향, 알타킹, 싼타)

- 구청사 유리온실 딸기 이전 및 실증재배(3-6월)

- 신품종 딸기 지역적응 실증재배(9-12월)

❍ 시험내용

- 신품종의 지역적응성, 수량성 및 안정 재배기술 확립

- 시장성 높은 유망품종 선발 시 농가 실증사업으로 확대보급

구청사 딸기 이전(3월) 딸기 생육전경(4월) 딸기 정식(9.17.)

생육관리(10월) 천적 투입 수확기 전경(12월)

< B동 : 벤치육묘 온실 >

❍ 운영기간: 2019. 3. - 9월

❍ 시설규모: 216㎡(이동식 벤치베드 20m×3베드)

❍ 육묘계획: 모주 600주 정식 ⇒ 정식묘 7,200주 생산

❍ 재배작목: 딸기(3품종 / 설향, 알타킹, 싼타)

- 신품종 딸기 우량묘 생산 실증시험(3-9월)

- 2020년 육묘용 모주 증식포 활용

❍ 시험내용

- 비가림 고설포트 육묘 표준 매뉴얼에 따른 우량묘 생산연구 수행

- 웃자람 방지, 화아분화 촉진을 위한 차광 효과구명

- 트리아졸계 농약의 왜화효과 및 화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 딸기연구회, 청년농업인 현장교육 및 시험포장 정식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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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킹, 싼타 모주구입 모주 정식(4. 1.) 런너유인(5월)

핀꽂기 작업(5-6월) 삽식육묘(6월 하순) 모주제거 및 자묘관리

< C동 : 벤치육묘 온실 >

❍ 운영기간: 2019. 3. - 8월

❍ 시설규모: 216㎡(이동식 벤치베드 20m×3베드)

❍ 육묘실적

- 신품종 국화 삽목 육묘(5,000주 내외)

- 배추 육묘(8,000주)

❍ 시험내용

- 삽목 시기에 따른 생육비교 및 적정 시설환경 조성 실증

- 품종별 생육관리 및 개화기 조절방법 실증시험증

- 맛있는 가을베타, 불암 플러서 2품종 육묘실증 및 단체분양

국화 육묘 배추 육묘 4-H본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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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단동하우스 운영(신청사)

❍ 시설유형 : 단동 10-7형, 고설양액재배, 수막보온 시설 등

❍ 시설규모 : 855㎡(285㎡/동×3동)

< A-B동: 고설 다단식 양액재배, 저설 양액재배 온실 >

❍ 시설규모: 570㎡(고설베드 20m×10베드)

❍ 재배작목: 방울토마토 14품종

❍ 수행방법

- 신품종의 지역적응성, 수량성 및 안정 재배기술 확립

- 시장성 높은 유망품종 선발 시 농가 실증사업으로 확대보급

신품종 방울토마토 14종 종자 품종별 50주 파종(5. 1.)

육묘관리(5월) 품종별 정식(6.18.) 유인관리(7월)

표찰수립, 수확기(9월) 선발품종(체리방울 빨강,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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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동: 화훼류 온실 >

❍ 시설규모: 285㎡(토경)

❍ 재배작목: 국화, 야생화 등

❍ 주요내용

- 국화, 야생화 연구회 작품연출 및 실증시험포 활용

3) 노지 시험포장(신청사)

< 1구역: 약용 기능성 작물 시험포 >

❍ 포장규모: 1,485㎡

❍ 주요작목: 구찌뽕, 산마늘, 아스파라거스 등 30여 작목, 화훼류 7작목

❍ 주요내용: 작목별 지역적응 실증 및 비교전시

작목 이전(4월) 시험포 조성 초기(5월) 작목별 생육전경(6월)

인삼특작부 분양 12종 화훼 전시포(10월) 약용 시험포(10월)

< 2구역: 국화분재 노지 시험포 >

❍ 포장규모: 1,485㎡

❍ 주요작목: 분재, 분화, 대국용 국화 등

❍ 주요내용: 국화분재 전시회 작품연출 및 품종별 비교전시포 운영

국화 노지포장 전경 국화 전시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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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천동 딸기 고설양액재배 전용온실

❍ 시설유형: 단동 10-7형, 고설양액재배, 수막보온 시설 등

❍ 시설규모: 1,691㎡(845.5㎡/동×2동)

❍ 재배작목: 딸기(촉성작형, 육묘+재배)

- 육묘: 알타킹, 싼타 각1동씩(모주 550주씩 정식)

- 재배: 알타킹+설향 1동, 싼타+설향 1동씩 재배

❍ 수행방법: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교육장으로 활용

- 육묘: 모주정식, 런너유인 및 자묘관리, 화아분화, 병해충관리 등

- 재배: 포장준비, 정식 및 활착유도, 시설환경관리 핵심기술 실증

모주정식(4.17.) 자묘유인(6-7월) 육묘관리(7-9월)

쿨네트 비교시험 설향 재배전경(10월) 싼타 생육전경(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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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작목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1)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

❍ 사 업 비: 1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1.1.ha / 단월동 손상득 외 4농가

❍ 사업내용: 안개분무시설, 차광망, 환기팬 활용

❍ 기대효과

-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안개분무시설 차광도포제 유동팬, 천창환기팬

  (2)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

❍ 사 업 비: 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2개소, 0.4ha / 신니면 정순영, 중앙탑 김경자

❍ 사업내용: 신품종 딸기 모주, 양액공급시설, 고설베드 시설 등

❍ 기대효과

- 수입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다수성 딸기 신품종의 조기 선발과

보급 확대를 통한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

- 딸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품종 요구 충족으로 미래성장 잠재력과 추진동력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 기대

신품종 모주(아리향, 싼타) 양액공급시스템 고설양액재배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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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 사 업 비: 3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3.0ha / 주덕읍 윤진원 외 9농가

❍ 사업내용: 킬레이트제(DTPA 또는 구연산) 활용 토양 염류제거

❍ 기대효과

- 킬레이트제 및 구연산 기술 적용으로 비료자원의 절약 및 농가의 소득 향상

킬레이트제 활용교육 DTPA 구연산

  (4) 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4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감 30%)

❍ 사업대상: 0.6ha / 용관동 오세희, 중앙탑 송동섭

❍ 사업내용: 클라우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원격 환경제어 등

❍ 기대효과

- 스마트팜 거점센터 육성을 통한 스마트 재배기술 확산

- 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을 기반으로 한 작물생육의 최적조건 현장컨설팅

CCTV 통합제어시스템 스마트폰 원격제어

  (5)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

❍ 사 업 비: 4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감 30%)

❍ 사업대상: 2개소, 0.2ha / 중앙탑면 서우석, 앙성면 안혁기

❍ 사업내용: 육묘장 리모델링, 자동환경 조절장치, 양액공급시스템 등

❍ 기대효과

- 시설채소 우량묘 자가 생산을 통한 묘목구입비 20% 절감

- 육묘시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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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육묘시설 구축 수박 육묘시설 구축 난방시스템 구축

  (6) 스마트 병해충 방제시스템 보급 시범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감 30%)

❍ 사업대상: 0.6ha / 주덕읍 이상덕 외 3농가

❍ 사업내용: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스마트 방제시스템을 통한 방제노력 절감(10a당 90분 → 5분)

무인방제시스템(경농) 무인방제시스템(이노팜) 방제노즐

  (7) 고온기 대응 시설채소 환경개선 실증시험

❍ 사 업 비: 32,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0.8ha / 칠금동 이종구 외 7농가

❍ 사업내용: 유동팬, 배기팬 설치

❍ 기대효과

- 폭염기 시설채소 생육저하 문제해소 및 안정적인 생산출하 기반 조성

- 노후화 시설 개선으로 최약 재배층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배기팬 설치 차광막, 유동팬 설치 하우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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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1개소 / 주덕읍 노기택

❍ 사업내용 :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복토기, 비료 등 조사료 생산 기기 및 비료

❍ 기대효과

-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따른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조사료 자급과 논 대체 작목재배에 따른 쌀 생산량 탄력적 조절

- 도내 양질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사료비 절감 : 15%

퇴비살포기 조사료 생산 농장전경

  (9) ICT활용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시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1개소(양돈 사육두수 1,000두이상농가) / 동량면 안영석

❍ 사업내용 : 출입통제시스템, 농장안전지킴이 시스템 등

❍ 기대효과

-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방역비용 절감 : 3%

- 가축 전염병 및 축사재난 사전예방으로 축산경영 안정화 등

컨트롤 박스 환풍기 센서

  (10)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양봉 100군이상농가 / 연수동 신원배,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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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장원벌 보급, 개량벌통 등

❍ 기대효과

- 수밀력 우수 계통 보급으로 벌꿀생산성 향상 : 꿀 생산량 31%↑

- 우량 종봉 도입에 따른 봉군 능력 20% 향상

벌통 건조기 화분떡밥

  (11) 축산물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 시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농가당 50두 이상 / 동량면 오세환, 금가면 정관호

❍ 사업내용 : 육질개선 첨가제(비타민C,특수코팅 반추위 보호 아미노산)

❍ 기대효과

- 육질ㆍ육량 등급 향상(육질1+등급 33→ 80％, 육량 A 등급 40→ 67%)

- 첨가제 급여에 의한 한우 등급 출현율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축사 전경 무선통신장비 설치 개체별 인식장치 착용모습

  (12) ICT활용 가축질병 및 수태율 향상 시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한우100두이상 농가 / 신니면 이명규

❍ 사업내용 : 반추 및 발정관리시스템(가속센서 적용), CCTV 등

❍ 기대효과

-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수태율 증대 (30% 이상)

- 착유우 수태율 향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 및 산유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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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인식기 스마트폰 연결 목걸이형

  (13) 토종벌 증식 및 관리 기술보급 시범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토종벌 20군 이상 / 산척면 김학준 외 2농가

❍ 사업내용 : 토종벌 개량벌통(소초광 및 사양기 포함), 관련 기자재 등

❍ 기대효과

- 토종벌봉군 2배이상 증식

- 토종꿀등 생산물 1.5배 증산 등

유철형농가 김학준농가 김동구농가

  (14)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 사 업 비: 50,000천원(국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1.0ha / 주덕읍 반달록

❍ 사업내용: 미생물 제재, 관수시설 등

❍ 기대효과

- 인삼 모잘록병 및 뿌리썩음병 방제로 인삼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

· 인삼 수량 증가 : 112.5kg/10a, 농가소득 : 600만원/10a 증대

- 길항미생물 엽면살포를 통한 점무늬병 발생 감소로 소득 증대

· 증수효과(128kg/10a), 농가소득 : 4,538천원/10a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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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병해 방제용

길항미생물제 납품 수령
동력분무기 이용 관주처리

길항미생물제 처리 후

인삼포장

  (15) 재해예방 인삼 안정생산 시범

❍ 사 업 비: 2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1개소, 0.3ha / 노은면 황인영

❍ 사업내용: 2중 차광막(청색, 흑색), 점적관수 시설, 친환경 자재 등

❍ 기대효과

- 여름철 해가림 시설(차광망) 개선으로 고온장해 경감 : 15.4%

- 가뭄기 적기 점적관수로 노력절감(20%) 및 수량증수(134→181kg/10a) 35%

점적관수라인 설치 차광막 및 차광지 이중설치 인삼 시범포 사업후 전경

  (16)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버섯 재배시범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1개소, 0.1ha / 신니면 이상현

❍ 사업내용: 단열재 처리(인슐레드), 냉방시설 등

❍ 기대효과

- 여름철 외기 대배 재배사 5-6℃ 온도 하강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

- 기후변화 대응한 생산성 향상기술 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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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설치 작업 실외기 설치 작업 단열재(인슐래드) 처리

  (17)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시범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2개소, 0.4ha / 안림동 이동규, 연수동 이용재

❍ 사업내용: 지주대, 수확용 차광망, 제초용 부직포, 관수시설 등

❍ 기대효과

- 오디 생산 기자재 보급으로 고품질 오디 안정생산

- 오디 생산노력 절감으로 재배면적 확대

관수작업용 저수조 설치 뽕나무 지주대 설치 야생동물 차단용 펜스 설치

  (18)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시범

❍ 사 업 비 : 44,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2개소, 0.2ha / 노은면 최병일, 수안보면 김태순

❍ 사업내용 : 오디 냉동시설, 전동가위 등

❍ 기대효과

- 기능성 양잠산업을 고부가치 창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ㆍ유통 시설 지원으로 양잠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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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착즙기 전동가위 시연

  (19) 약용 기능성 작물 상품화 기술개발 시범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0.2ha / 주덕읍 정우시, 신니면 조운영

❍ 사업내용 : 생즙추출기 등 가공기기, 포장재 지원, 기타 친환경자재 등

❍ 기대효과

- 약용바이오 작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약용작물 가공상품화 및 유통체계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천마재배사 신축 전경 천마 종균 접종 천마 재배상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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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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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수연구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

  (1) 2019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 목 적

- 과수(사과·배) 화상병 예방 방제로 안전 영농 도모 및 국산과실 경쟁력 제고

❍ 사 업 비: 731,200천원(국비 365,600천원, 시비 365,600천원)

❍ 개 소 수: 1,829ha(관내 사과, 배 전수농가)

❍ 추진실적

수요량 조사
(읍면동 협조) ⇒

방제비 산정
(수요량 산출) ⇒

방제약제
구입(읍면동별) ⇒

배부 및 방제

2월중순 2월하~3월상 3월상순 3월중하순

❍ ‘19년 화상병 긴급방제현황

구분
농가수(호) 긴급방제 현황

계 산척 동량 소태 종민 주덕 엄정

농가(호) 76 54 8 10 2 1 1

면적(ha) (54.8) (35.1) (8.9) (8.9) (0.8)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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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

❍ 목 적: 국내(중앙ㆍ지방) 농촌진흥기관육성품종의확대보급을통한로열티및농가경영비절감

❍ 사 업 비: 200,000천원

❍ 개 소 수: 4단지/ 8농가 2.1ha

❍ 추진실적: 과수 국내육성품종신규과원조성(사과: 아리수, 썸머킹, 복숭아: 수미, 수황등)

❍ 기대효과 : 국내 적응성 높은 품종 보급으로 안정생산 유도 및 농가소득 증대

  (3)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 육성 시범사업

❍ 목 적

- 지구 온난화대비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틈새시장 공략

❍ 사 업 비: 30,000천원

❍ 개 소 수: 1개소 / 0.3ha

❍ 추진실적: 체리 Y자 다주지 수형 과원 조성

❍ 기대효과: 새 작목 도입을 통한 도내 신소득원 작목 육성 및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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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사업

❍ 목 적

- 조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 피해 방지를 통한 과실 안정생산

- 초봄 신초 및 가지 피해, 수확기 과실 피해 방지로 안정적 과원 관리

❍ 사 업 비: 20,000천원

❍ 개 소 수: 2단지 / 9ha

❍ 추진실적: 사과 과원 유해동물 피해 경감용 펜스, 전기목책기 설치

❍ 기대효과 : 수확기 상품성 과실 가해 경감으로 수량 증가

  (5) 과수 저장력 향상 및 품질 유지 시범

❍ 목 적

- 원예작물 주요 기상재해 최소화를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 사 업 비: 40,000천원

❍ 개 소 수: 2개소 / 1ha

❍ 추진실적: 방풍망 및 관수시설, 덕시설 설치

❍ 기대효과: 과수 부패율 경감(20%이상) 및 저장기간 연장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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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수 기상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 목 적

- 기상이변에 따른 결실율 저하 및 상품성 하락의 요인 극복으로 안정적인 과실생산

❍ 사 업 비: 30,000천원

❍ 개 소 수: 2개소 / 1.1ha

❍ 추진실적: 배 과원 서리피해 예방 방상팬 설치 및 복숭아 천공병 예방용 방풍망 설치

❍ 기대효과: 기상재해 예방 시설 활용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

  (7) 과수단지 품질 향상 시범사업

❍ 목 적: 과수 우수단지 육성 및 낙후 단지 재배기술 평준화로 균일한 품질 생산

❍ 사 업 비: 30,000천원

❍ 개 소 수: 3단지 / 21ha

❍ 추진실적: 신모델 생력화기기 보급(적화기) 및 친환경자재 활용으로 노력 절감

❍ 기대효과: 과수농가 노력절감 기기 보급으로 효율적인 과원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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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수연구분야 시험연구사업

  (1) 사과 우량 품종 적응 실증 연구

❍ 목 적

-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사업과 연계 도입 품종에 대한 재배 유의점 해결

- 착색계 후지 품종의 품질 및 새로운 유망 도입 품종 지역 적응

❍ 시험내용: 우량 신품종 및 틈새시장 겨냥 품종 지역적응시험(썸머킹, 썸머프린스)

❍ 종합결과

※ 적기수확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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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숭아 착색증진 시험연구

❍ 목 적: 지속적인 복숭아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차별성이 필요

❍ 시험내용: 복숭아 기능성 피복자재에 의한 착색 향상 실증

처 리 별 처리시기 비 고

타이벡(tyvek)
수확기준 30일전

수확기준 15일전

ㅇ피복방법 : 열간 피복(폭 3m)

ㅇ품종명: 수미

▲ 타이벡 피복 ▲ 10일전 피복 ▲ 무피복

❍ 종합결과

- 국내육성 복숭아 품종 ‘수미’의 착색불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착색자재 타이벡

수확 10일전 피복 후 수관 중단부의 과실을 수확하여 결과를 비교함

- 실험구는 대조구(무피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착색효과를 나타내었음

- 단, 적심이나 도장지 제거가 충분치 않았던 일반농가는 수확 15일전 피복 시

더 좋은 효과를 보였음

- 착색효과에는 분명한 효과를 보였으나 가격이 비싼점과 피복고정 자재를 활용

면에서는 더 좋은 방안이 요구됨

  (3) 아열대 과수 재배품질 향상 시험연구

❍ 목 적: 기후변화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미래 작목 발굴

❍ 시험내용: 탄금향 착색 증진을 통한 조기 출하 가능여부 판단 및 망고 지역적응시험

▲ 착색시트 설치 ▲ 망고묘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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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수실증포 운영

  (1) 사과 시험장

❍ 목 적: 충주사과 우수성 홍보 및 현장교육 장소 활용

❍ 추진실적: 0.8ha(사과 실증포, 무병묘목 실증포) / 후지, 홍로

- 관내외 사과 농업인 견학(500여명)

❍ 기대효과: 현장교육장과 시험연구포장 활용으로 농가 재배기술 증대

  (2) 복숭아 시험장

❍ 목 적: 충주복숭아 우수성 홍보 및 현장교육 장소 활용

❍ 추진실적: 0.6ha(수형별 실증포, 품종별 실증포) / 20여개 품종

- 관내외 복숭아 농업인 견학(500여명)

❍ 기대효과: 현장교육장과 시험연구포장 활용으로 농가 재배기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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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망과종 시험장

❍ 목 적: 현장교육 장소 및 시험연구포장 활용

❍ 추진실적: 165㎡ / 유망과종 10여 과종 시험재배

❍ 기대효과: 기후변화 대비 유망과종 지역적응 시험으로 농가 보급 기반 조성

14. 충주과수 명품화 사업

  (1) 사과나무길 운영

    ❍ 사업목적

- 전국 유일의 충주 사과나무 가로수길 운영으로 충주사과 홍보 및 볼거리 제공

❍ 운영현황

식재

년도
식재 지역

품 종 별
비고

소계 후지 홍로 홍옥 기타

계 4개소 (5.8km) 850 521 87 100 142

‘97~’

98
달천R ↔ 마이웨딩홀 (1.6km) 310 197 70 43

7~8년생

식 재‘03 달천R ↔ 충주역 (1.7km) 255 226 17 12

‘06 달천R ↔ 달신사거리 (1.6km) 135 90 - 45

‘13 충주역 ↔ 금능교 (0.9km) 150 8 142
4년생
(소과종)

❍ 추진실적

구 분 수 량 용 도 비고

계 13,910kg

상품과 5,600kg ·사회복지시설 배부 34개소/98명

비상품과 8,310kg ·가공용 1,662천원(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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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과 홍보 : 3건(MBC, CJB, KBS/ 10월하순～11월상순)

  (2) 석회유황합제 제조실 운영 

    ❍ 목 적 : 월동 병해충 방제에 의한 친환경 충주과수산업 활성화 도모 및 생산비 절감

❍ 추진실적

- 제조기간 : 2018. 12. 3. ∼ 2019. 3. 5.

- 제 조 량 : 161,000L/65개 작목반 및 개인농가 ⇒ 250백만원 생산비 절감 효과

  (3) 꽃가루 은행 운영 

    ❍ 목 적

- 기상 재해대비 과실의 수분율 향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도모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17. 4. 9. ～ 4. 30.

- 신 청 량 : 48건(복숭아 43건, 배 5건)

- 제 조 량 : 4,254g(냉해 피해로 인한 꽃 채취 어려움으로 제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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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수농가 현장교육의 날 운영

❍ 목 적: 매월 체계적인 과원관리 교육을 통하여 시기에 맞는 교육 마련

❍ 추진실적: 351명(4회 /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구분 실 습 내 용

월

과종

사 과 복숭아 추진현황

3.5 · 마무리 전정, 적화 · 과종 특성파악 및 적뢰요령

추진4.2 · 착과 및 적과, 병해충방제 · 적화, 적과요령 및 착과관리

5.7 · 웃거름, 적과, 병해충방제 · 신초관리 및 봉지 씌우기

6.4 · 병해충방제, 제초, 토양 · 수확 전 신초 및 도장지관리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미추진
7.2 · 조생종 착색관리, 방제 · 수확기과원관리(품종특성파악)

8.6 · 중생종 착색 관리 및 수확 · 수확 후 과원관리

9.3 · 만생종 착색 관리 및 수확 · 수확 후 과원관리(병해충) 추진(복숭아)

계 4회

▲ 현장교육 1회 ▲ 현장교육 2회 ▲ 수확후 관리(4회)

❍ 기대효과: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생육 단계별 교육으로 과원 경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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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수농업인 단체 육성

  (1) 품목별(과수) 연구회 육성

❍ 목 적 : 농가간 기술정보 및 교류 활성화와 시험연구 수행

❍ 조직현황 : 3개 단체 / 복숭아(23명), 배(30명), 블루베리(30명)

❍ 추진실적 : 월별 과원관리 토의 및 자체 시험연구 수행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새기술 파급과 농가간 정보교류로 재배기술 상향 평준화

16. 과수연구분야 수상내역

  (1) 2019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수상 

❍ 기간/장소: 2019. 12. 13.∼12. 14. / 부산벡스코 제2전시장

-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심사내용

- 과종명: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참다래, 밤, 호두, 떫은감, 대추

- 과원 심사 및 전문가 위촉 품질 심사(계측, 외관)

❍ 수상현황

시상내역 훈 격
수상자

과 종 품 종 농가명 과원위치 규 모

최우수상 장 관
사 과 후 지 김선규 엄정면 가춘리 2.0 ha
복숭아 장호원황도 신수균 주덕읍 신양리 0.5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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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업활력

1.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1) 개    요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100%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는 작물생육 촉진, 품질향상, 구제역, AI 예방 등

에 효과가 있는 농·축산 미생물을 연중 공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농업 미생물의

활용 방법과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 상담과 교육을 추진함.

  (2) 주요성과 

❍ 친환경 미생물 공급량 490.5톤(9,833명) / 전년 대비 59% 증

- 등록 농가 2,725호(전년 대비 21% 증 - 축산 353호, 농업 2,372호)

- 단종 미생물: 114톤(축산용 69톤, 농업용 45톤)

- 복합 미생물: 198톤(EM 106톤, 아미노산 92톤)

- BM활성수: 175톤(농업 136톤, 축산 39톤)

- 클로렐라: 3.5톤

❍ 농업 미생물 활용 교육: 2회 296명

- 작목별, 시기별 미생물 활용 메뉴얼 교육

❍ 복합 미생물 배양시설 리모델링 공사 완료

  (3) 기대효과

❍ 작물생육 촉진 농업 미생물을 사용하여 비료사용 감소로 농가경영비 절감

❍ 미생물 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 미생물 제조시설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생산시설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9장 농업기술센터

463

2. 현장실증 시험연구 결과

  (1) 개    요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공급되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 유산균(Lactobacillus

Casei)은 작물의 병해충 예방효과가 있으며, BM활성수는 미생물의 대사산물과 자

연적 유래의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한 물로서 연작장해로 인한 미량원소의 용탈

로 부족한 무기 원소를 채워줄 수 있는 발효액이다. 고초균, 유산균, BM활성수를

처리함으로써, 병해충 예방효과와 나아가 작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경영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함.

  (2) 주요성과 

❍ 공시재료: 유산균, 고초균배지, BM활성수

❍ 처 리 량: 유산균+고초균+BM활성수 농도별 처리

❍ 추진방법: 재료구입 ⇒ 배양 ⇒ 공급 ⇒ 미생물 처리 ⇒ 생육 조사(수확, 품질)

❍ 처리결과: 방울토마토 미생물 처리 후 무게 18% 증가, 상추 무게 12% 증가

  (3) 기대효과

❍ 미생물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 개선, 토양개량, 농작물 병해충 경감 등 작물

재배를 위한 미생물 활용체계 구축

❍ 미생물 활용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고초균(Bacillus Subtilis) 유산균(Lactobacillus Casei) BM활성수 플랜트시설

방울토마토 미생물 처리구 상추 BM활성수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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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자원 기술보급사업 추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성과
계 국도비 시비

국

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개소
60,000
(30,000)

30,000
(15,000)

30,000
(15,000)

∙컨설팅 및 교육, 농작업 안전·환경
개선 및 보호구 보급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1개소 7,500 3,750 3,750
∙농업인학습단체 쌀 소비 의식함양
및 역량 교육

∙지역주민 우리 쌀 활용 식품가공교육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 50,000 25,000 25,000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를 통한 마
을 이익 창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50,000 25,000 25,000
∙컨설팅 및 교육,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급

도
비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1개소 10,000 3,000 7,000
∙장비지원(4륜 손수레 운반차)을 통
한 농촌여성 노동부담 경감 및 농
업생산성 증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1개소 10,000 3,000 7,000
∙후계 여성농업인 현장교육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여성리더 양성

시
비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 상품화 시범

2개소
20,000
(10,000)

-
20,000
(10,000)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 판매 및 운
영에 관한 기반조성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읍면동 지역
농촌 활력화 시범

3개소
9,000
(3,000)

-
9,000
(3,000)

∙가공장비(분쇄기, 건조기), 악기(난타
북, 오카리나) 지원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1개소 8,000 - 8,000
∙현장견학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
한 조직간 소통·단합 강화

9개 사업 13개소 224,500 89,750 134,750

  (1)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 농촌노인의 보유기술과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창출하여 농촌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앙성면 강정마을(대표 이용전)

- 사업비: 50,000천원(국비50%, 시비50%)

- 내용: 이동식 판매대, 가공기기(오븐, 뻥튀기,군고구마 기기), 마켓운영 등

❍ 기대효과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ㆍ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식 판매대를 활용한

마을마켓,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상품판매로 소득창출 및 마을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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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추진

❍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 지역 단위 실천

가능한 우리 쌀 소비 전문가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우리음식사랑회

- 사 업 비: 7,500천원(국비50%, 시비50%)

- 교육실적: 411명(계획 250명)

- 교육내용

세부 과정명
기간 교육

횟수 교육대상
연인원 주요내용

(적용 기술명)계획 수료

1-12 8 - 530 411

지역농산물
활용교육

3.2 1

우리음식
사랑회

90 86 인절미 만들기

4.25 1 90 64 쌀활용 사과파운드

5.22 1 90 67 쌀국수, 볶음밥

6.19 1 90 51 쌀베이킹 실습3종

우리쌀 전문교육 6.25-7.4 4 90 71 쌀베이킹 실습3종

우리쌀 활용
교육

9.7 1 남성대상 30 28 쌀 활용 한그릇 음식

10.26 1 영유아보호자 30 26 쌀활용 이유식 교육

11.13 1 식생활,음식회 20 18 쌀 가공 현장견학

❍ 기대효과

- 농업인학습단체를 활용한 농업인의 쌀 소비 의식 함양 및 역량 교육으로 쌀의

중요성, 신품종 및 가공기술 파급효과로 쌀소비 촉진 유도하였습니다.

  (3)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통제 활동을 통한 재해 경감 및 사고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삼청작목회(유왕열 회장), 온천작목회(유두열 회장)

- 사업비: 60,000천원(국비50%, 시비50%/ 개소당 30,000천원)

- 내용: 농작업안전 컨설팅, 농작업안전 보호구 지원 및 활용, 안전교육 등

❍ 기대효과

-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ㆍ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식 판매

대를 활용한 마을마켓,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상품판매로 소득창출 및 마을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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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하여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 향상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가신작목회(이만생 회장)

- 사업비: 50,000천원(국비50%, 시비50%)

- 내용: 편이장비 및 농작업보호구 지원,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

❍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이 향상

되었으며 위해요소 경감과 농업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능력배양 되었다.

  (5)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 농촌여성들의 열악한 농촌현장에 신기술을 이용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농부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곽애자 회장)

- 사 업 비: 10,000천원(국비30%, 시비70%)

- 지원내역: 경량 4륜 손수레 운반차 지원

❍ 기대효과

- 농촌여성에게 편리한 장비지원으로 노동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기대 하고 있다.

  (6)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경영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함양으로

농촌지역 여성리더 양성하고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곽애자 회장)

- 사 업 비: 10,000천원(국비30%, 시비70%)

- 주요내용: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

❍ 기대효과

- 농업ㆍ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주체인 생활개선회원의 능력배양으로 농촌

사회 활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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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 상품화 시범

❍ 지역 음식 브랜드 및 지역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푸드투어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꽃봉재가든(정은숙), 제일매운탕(김석분)

- 사 업 비: 2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시비100%)

- 주요내용: 관내음식점 중 지역 농산물 30%이상 활용가능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및 메뉴판, 음식개발 용기 및 기자재, 메뉴개선 재료 등 지원

❍ 기대효과

-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홍보를 통한 음식업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득을 향상

시키고 있다.

  (8) 읍면동 지역농촌 활력화 시범

❍ 지역 음식 브랜드 및 지역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푸드투어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 달천·호암생활개선회, 중앙탑면생활개선회

- 사 업 비: 9,000천원(개소당 3,000천원, 시비100%)

- 주요내용: 농산물 가공 분쇄기, 과제교육 악기(난타북, 오카리나),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기대효과

- 농촌여성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활동 등을 지

원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9)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원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대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

- 사업대상: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대표 : 곽애자)

- 사 업 비: 8,000천원 (시비100%)

- 주요내용: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및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기대효과

- 우수사업장 견학을 통한 역량강화 및 봉사를 통한 조직 내 소통 화합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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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생활 활력화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

  (1) 조직현황

❍ 과학영농실천, 생활환경 개선, 전통문화계승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봉사·녹색 생활 실천하는 여성학습단체 육성

❍ 19개회 820명(1개회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 17개회 읍면동회, 1개회 분과조직(5분야))

  (2) 주요성과

주요활동명 주 요 내 용

조직육성관리

(총회 및 현장 견학)

∙ 생활개선충주시연합회 2회(연시·연말총회)

∙ 17개 읍면동 3회(연시·분기·연말총회)

∙ 여성리더육성 현장 견학 4회

읍면동 과제교육
∙ 17개 읍면동 과제교육 48회

- 도자기, 목공예, 원예치료, 캘리그라피 등

다문화 회원

생활 적응 멘토링

∙ 생활문화교육 2회(나라별 식문화교류 교육, 천연염색)

∙ 모둠 멘토링 10회(리본 공예, 심리상담 등)

충주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성과보고대회)

∙ 1회 (9. 18.(수)) 500명

- 우수활동사례 강의, 과제교육 공연 및 작품 전시 등

전통·생활 문화교육 ∙ 30회 (난타, 매듭공예, 조각보 활용, 스피칭교육 등)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 30회 (일손 돕기, 중원 산단 급식 봉사, 이혈, 손맛사지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성화 및 농업주체 인력으로 정착하여 농촌활력 증진

❍ 다양한 분야 교육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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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교육

  (1) 조직현황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바른 식문화 교육을 선도하고, 솜씨 보유자

를 발굴하여 지역 식문화 리더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추진함

❍ 충주시우리음식사랑회는 1개회 64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법 및 소비촉진을 위한 보급 교육을 실시함

❍ 식생활지도연구회는 1개회 14명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지역 바른 먹거리 선도 및 우리 농산물 활용 교육 실시함

  (2) 주요성과

    ❍ 우리음식사랑회

구분 날짜 교육내용 인원
(명)

연시총회 2.21 2019 외식트랜드 및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 이윤화 80

과제교육

3.20 인절미 다쿠아즈, 단호박 찹쌀 앙금 머핀 / 노미열 86

4.18 호박 케이크. 개성우메기떡(신입교육) / 조희영 13

4.25 사과 파운드 케이크 / 이송님, 이달님 64

5.22 베트남 쌀국수, 볶음밥 / 이병찬 67

봉사활동 6.19 당근, 사과 파운드 케이크, 초코칩쿠키 / 음식 봉사 51

과제교육

7.25 복숭아 퓌레, 복숭아 젤리 / 김순한 58

8.19 현장 교육 / 울프베리, 슬로우파머, 건강한끼 60

9.25 해죽순차밥, 베리발효 매콤소스 / 편정아 49

10.29 사과 소스 비빔국수, 고구마 고로케 / 송남현 45

11.27 동안 비빔밥 외 2종 / 박영숙, 허찬순, 조윤선 48

연말총회 12.18 2019년 과제교육 (병풀 비빔밥 외 11종 ) 54

우리 쌀
활용교육

6.25
-7.4 우리 쌀 전문교육 4회 / 정윤정, 이윤정 71

9.7 남성 대상-참나물 새우 덮밥, 볶음 쌀국수 / 노미열 28

10.26 영유아-소고기무른밥, 그물 오므라이스 / 송남현 26

11.13 쌀 가공 6차 사업 현장 교육 / 서천군 18

합계 18회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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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지도연구회

구분 날짜 교육내용 인원
(명)

연시총회 2.1 식생활지도사 연시총회 과제교육 22

월례회의
및

과제교육

3.15 식생활지도사 3월 월례회의 17
4.26 식생활지도사 4월 월례회의 16
5.17 식생활지도사 5월 월례회의 16
6.21 식생활지도사 6월 월례회의 10
8.5 식생활지도사 8월 월례회의 12
8.13 식생활지도사 8월 임시회의 10
10.11 식생활지도사 10월 월례회의 10
11.8 식생활지도사 11월 과제교육 (푸드테라피 / 송남현) 16

연말총회 12.13 연말총회 12

전문교육 7.8
-7.29 식생활지도사 양성과정 전문교육(식생활의 이해 / 김이수) 62

바른
먹거리
실천교육

8.20 용산동 경로당 / 노인 38
8.21 대림 경로당 / 노인 27
8.24 산척초, 상업고, 예성여고, 국원고 / 학생 32
10.19 산척초, 신명중, 중원중, 예성여고 / 학생 28
12.2 행복 지역아동센터 / 학생 22
12.3 충주 지역아동센터 / 학생 25
12.4 목행 지역아동센터 / 학생 24
12.5 행복을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 학생 27

특강교육 12.13 식생활 전문인력 양성 (체질별 음식 / 이재원) 102
합계 22회 528

음식사랑회 과제교육 쌀국수 및 볶음밥 실습

식생활지도자 지역아동센터 교육 식생활지도자 경로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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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

  (1) 개    요

❍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새로운 상품개발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이다.

  (2) 주요성과 

❍ 사업량 : 3분야(시험연구, 포장재 제작, 교육 및 홍보)

❍ 사업비: 35,000천원 (시비 100%)

❍ 주요내용

- 충주 특화작목인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 개발 및 적용

- 표고버섯 판매촉진을 위한 특색상품(차류) 개발 및 적용

❍ 개발상품 및 포장재

품 명 주재료 분류 연구자

사과 초콜릿 초콜릿, 건조사과 초콜릿 과자 연구총괄: 전향미,박상환

공동연구: 이병찬,김상섭사과 만주 건조 사과 황금빵 스타일

표고차 표고 100% 다류 전향미, 박상환, 이영선

사과만쥬 사과초콜릿 표고차

사과만주 포장재 표고차 박스형 포장재 표고차 핸디형 포장재

  (3) 기대효과 

❍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로 농산물 브랜드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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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자원활용 문화컨텐츠 농촌융복합산업화 시범

  (1) 개    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직거래 판매 및 힐링 문화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음.

  (2) 주요성과

❍ 문화 콘텐츠 추진실적

일 시 장 소 인원(명) 내 용 매출액(천원)

‘19. 4. 3. 세계무술공원 2,000 와유바유체험과 함께하는 농가마켓 11,948

‘19. 5. 25. 세계무술공원 1,800 와유바유체험과 함께하는 농가마켓 6,400

‘19. 8. 3.~4. 충주호물문화관 2,400 와유바유 충주호 물총축제 10,920

‘19. 5. 25. 세계무술공원 1,000 한가위 맞이 와유바유 야간마켓 8,793

‘19. 11. 2. 세계무술공원 1,000 깊어가는 가을애 와유바유 농가마켓 10,715

합 계 8,200 총 5회 48,776

  (3) 기대효과, 향후계획

농산물, 농촌체험, 놀이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농가마켓 행사 운영으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새로운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기틀 정착

체험과 함께하는 농가마켓

(제1회 마켓)

체험과 함께하는 농가마켓

(제2회 마켓)

충주호 물총축제

(제3회 마켓)

충주호 물총축제

(제3회 마켓)

한가위 맞이 야간마켓

(제4회 마켓)

깊어가는 가을 愛

농가마켓(제5회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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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유농업육성 시범

  (1) 개    요

식물, 곤충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과 국

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객 유치 및 농심 함양을 위

해 추진하였음.

  (2) 주요성과

❍ 체험장 주변 산책로 및 경관 조성, 트리플레이(야외놀이터) 조성

❍ 목공체험장 및 데크, 원예체험장, 지붕 공사, 장미 터널 조성

  (3) 기대효과, 향후계획

농촌자원 활용기술의 보급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치유프로그램과 농가

생산가공품 등을 연계하여 농외소득 증대

체험장 주변 경관 조성 체험장 주변 경관 조성 원예체험장

트리플레이(야외놀이터) 장미터널 파라솔 및 데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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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촌체험 시범사업 추진

  (1) 농촌체험 인증농가 품질향상 시범

우수 농촌체험농장 발굴을 통한 교육 서비스 및 농촌체험농장 고객의 신뢰도 향상과

농가의 지속적 품질개선 활동 유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안전시설 및 주차

장 등 환경정비와 체험 장비를 구입하여 체험객 만족도, 체험 품질을 강화하였음.

  (2) 농촌체험관광 교육농장 조성 시범

청소년 농촌문화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조성,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농업 농촌

생활 체험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체험교육장 환경정비 및 체험프로그램

교구, 교재 제작하여 농심 함양 및 농가 부가가치 창출, 체험 만족도 향상하였음.

건물페인팅 홍보간판 및 조형물 정비 교육장 홀딩도어·편개도어 설치

천정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 싱크대 설치 화장실 보수

염색체험장 리모델링 환풍기 설치 측면 판넬(창문) 설치

외부 환경정비 건조기 설치 저장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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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시범

농촌문화 자원 발굴 및 체험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 농촌문화의 중요

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체험장 환경조성 및 시설,

장비 구입하여 농촌체험자원의 다양화 및 체험객 유치 등의 성과를 보였음.

체험장 외부 리모델링 체험장 내부 리모델링 주방 및 싱크대 설치

화장실 보수 황토염색 체험 메주만들기 체험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9장 농업기술센터

477

10. 농업인 가공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 농촌융복합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가공상품 품질인증 우수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된 이 사업은 충주 사과빵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을 하여 충주 대표 특산물인 사

과를 홍보하고 가공품 명품 브랜드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을 통

해 사업소득이 5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음.

충주 사과빵 캐릭터 충주 사과빵 브랜드 마크 충주 사과빵 포장재

  (2)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이전을 위해 2개소 농가에 125

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이 사업은 소규모 HACCP 관련 위생시설 설치와 제품

생산기반을 위한 가공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딸기 농가의 경우 농장의 체험과 연계한 딸기 가공체험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의 시범적인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장류 개선 사업의 경우 노후

화된 기존 사업장 개선으로 HACCP 전면화 대비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었음

장류 선반 설치 바닥 단열재 설치 가공사업장 신축

가공체험장 신축(자부담) 베리류 가공기기 설치 가공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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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1) 개    요

    농산물가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식품 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위해 면적 385㎡, 가공기기 42종 규모의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창업교육과, 농업인의 가공시설 이용을 지원 및 지역특산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상품성 있는 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인 시험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2) 주요성과

❍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 주요내용: 식품 유형별 제조공정 및 기본 매뉴얼 수립 8종 (과채 주스, 농축

과채즙, 잼, 엿류 제조공정도 및 매뉴얼 확립)

❍ 2019년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 심화 교육

-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12회 418명(기초: 386명, 심화: 32명)

❍ 농산 가공 상품화 개발 사업

- 주요내용: 충주시 가공창업교육관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 개발 8종, 특허등록 2건

(사과버터잼, 사과밤다이어트쉐이크)

❍ 농산 가공기술 상품화 시험연구 1건

- 주요내용: 사과를 이용한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3건(사과 농축액, 통밀 쿠키, 홍옥 쿠키)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농산물 가공 희망 농가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상품화 기회 확산 가능

❍ 표준화된 가공기술로 균일하고 안전한 제품생산 및 품질향상

  (4) 기타 특이사항 

농산물 가공이라는 2차산업, 상업의 분야에 도전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법적 절차 등을 숙

지하는 데 있어 농업인 분들, 담당자 또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욱더 전문적인 창

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요구되었던 사업이었음.

블루베리아로니아잼 사과 버터 잼 밤페이스트 사과 오미자청
사과다이어트

쉐이크
사과 레몬 농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