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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날씨정보

Ÿ평균기온� :� 3.4℃�
� � (평년대비� 4.9℃�낮음)�
Ÿ 최고기온� :� 15.1℃
� � (평년대비� 0.7℃�높음)�
Ÿ 최저기온� :� 3.4℃
� � (평년대비� 0.2℃�높음)
Ÿ 강�수� 량� :� 2.4㎜

Ÿ 평균기온� :� 4.1℃�
� � (평년대비� 3.6℃�낮음)�
Ÿ 최고기온� :� 12.7℃
� � (평년대비� 0.5℃�낮음)
Ÿ 최저기온� :� 4.1℃
� � (평년대비� 0.4℃�높음)
Ÿ 강�수� 량� :� 2.6㎜

Ÿ 평균기온� :� 6.0℃�
� � (평년대비�3.0℃� 낮음)
Ÿ 최고기온� :� 13.9℃
� � (평년대비�0.9℃� 높음)�
Ÿ 최저기온� :� 6.0℃
� � (평년대비�0.5℃� 높음)
Ÿ 강� 수�량� :� 2.8㎜

� *�기온과�강수량은�평균이며,�평년은�1981-2010년까지�30년간�평균값임
�*�자료�출처�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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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관측정보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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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재고동향�및�가격전망

재고동향� :� 2월�말�재고량�평년보다�적은�수준

l 2018년�8월~2019년�2월�건고추�공급량은�2018년산�생산량�증가로�전년�

동기보다� 10%� 많은� 15만� 톤으로� 추정되며,�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9%�

많은� 14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l 건고추�공급량에�추정된�소비량을�감안한�2월�말�건고추�재고량은�6천�5백�

톤� 내외로� 전년보다� 47%� 많으나� 평년보다� 53%�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전망� :� 3월�가격�전년�대비�강보합세�전망

l 3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고추의� 출하� 조절�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강보합세로� 전망된다.�

마늘�저장동향�및�가격전망

저장동향� :� � 2018년산�재고량�전년�대비�감소�

l 2월� 말� 기준,� 2018년산� 저장마늘� 출고량은� 높은� 감모율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에서�적극적으로�출고를�늘리면서�전년�동기보다�4%�증가한�5만�5천�

톤으로� 추정된다.�

l 감모율을� 고려한� 2018년산� 저장마늘�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6%,� 4%� 적은� 약� 3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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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전망� :� 3월�가격�전월�대비�소폭�상승�전망�

l 3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저장마늘� 재고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하겠으나,� 전반적인� 품위� 하락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저장동향�및�생산전망

저장동향� :� � 2018년산�양파재고량�평년보다�증가

l 2018년산�중만생종양파�입고량은�생산량�증가로�평년보다�9%�많은�67만�

2천� 톤이었다.�

l 표본�저장업체�조사결과(2.� 27.),�출고량은�평년보다� 10%�많은�55만�9천�

톤이었다.�

l 출고량과� 감모율을� 감안한� 2월� 말� 기준,� 재고량은� 평년보다� 3%� 많은� 9만�

4천� 톤이었다.�

생산전망� :�조생종양파�생산량�평년보다�증가�전망

l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7%� 내외� 감소� 하지만� 평년보다는�

4%� 내외� 증가한� 2만� 1,740~2만� 2,380ha로� 전망된다.�

l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평년보다� 각각� 12%,�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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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출하전망�및�생산전망

출하전망� :� 3월�출하량�전년�대비�증가�전망�

l 대파� 3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3%� 많은� 3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l 출하량� 증가로� 3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1,000원/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생산전망� :� 4~5월�출하량�전년�대비�증가�전망� �

l 봄대파(5~7월�출하)�재배면적은�전년�대비�1%�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년� 정식기� 가격� 강세로� 전북,� 충청은� 2~4%� 증가하였으나,� 경기는� 금년�

정식기� 가격� 약세로� 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l 4월� 대파� 출하면적은� 전남지역의� 겨울대파� 출하대기면적이� 여전히� 많아�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 5월� 대파�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 겨울� 기온�

상승으로� 현재까지� 전북과� 충청의� 봄대파� 생육이� 전년보다� 좋아� 5월까지�

대파� 출하량은� 전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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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농축산물�가격정보

품목별�도소매�정보

식량작물

쌀(일반계)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kg 49,440 49,380 　 1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3,660 40,133 　23.2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35kg 188,000 187,000 　 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200 172,800 154,200 　21.9�

고구마(밤)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kg 36,800 36,000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320 36,950 26,947 　 36.6

감자(수미)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kg 33,000 30,800 　 4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840 59,350 34,207 　 3.5�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kg � 3,800� � 3,800� 　� 5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68 � 8,400� � 7,593� 　� 50.0�

양배추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8kg 4,300 4,800 　 3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3 7,075 5,889  27.0�

오이(다다기계통)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0개 53,333 53,667 　 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267 54,750 58,446 　 8.7�

애호박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개 18,600 17,200 　 4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520 31,050 26,613 　30.1�

(2019. 3. 18 .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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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60kg 1,177,200 1,177,200 　 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67,200 1,150,000 750,000 　 57.0�

풋고추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kg 69,800 76,000 　 1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2,440 60,000 58,840 　 18.6�

마늘(깐마늘)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kg 130,000 125,000 　 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40,000 140,000 　 7.1

양파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kg 13,200 13,000 　13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80 18,050 19,785 　 33.3�

당근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0kg 23,600 25,400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400 24,450 23,550 　 0.2�

대파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kg 1,240 1,320 　3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60 1,855 1,995 　37.8�

파프리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5kg 22,400 22,800 　3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440 32,450 27,733 　19.2�

딸기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개 17,200 16,800 　 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80 16,200 16,617 　 3.5�

토마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kg 33,000 31,200 　3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800 25,000 31,693 　 4.1�

방울토마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5kg 26,600 26,800 　5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960 17,300 22,53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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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kg 38,600 41,000 　1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560 43,100 41,456 　 6.9�

배(신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5kg 50,600 51,800 　9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000 39,550 41,717 　21.3�

단감(단감)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kg 31,600 31,000 　 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200 34,600 28,563  10.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4,000 524,667 　 5.4

느타리버섯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kg 11,000 11,600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840 11,600 11,677 　 5.8�

새송이버섯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2kg 6,800 7,400 　1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600 8,200 8,403 　19.1�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0g 7,894 7,685 　 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62 8,166 7,291 　 8.3�

돼지고기(삼겹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00g 1,712 1,678  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2 1,793 1,893 　 9.6

닭고기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kg 5,436 5,345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98 4,872 5,553 　 2.1�

계란(특란)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30개 4,639 4,656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63 4,710 5,763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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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18)

1주일전
(3/11)

전년대비

1L 2,621 2,621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2 2,518 2,541 　 3.1�
�

가축�및�축산물�산지시세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48 5,630 5,729 　0.3  1.4

거세 6,685 6,584 6,647　1.5 　0.6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81 3,132 3,119 　1.6 　2

수 3,676 3,722 3,753 　1.2　2.1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91 3,557 3,54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1 　 1.3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6 351 15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10.0� 　152.3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9 308 35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6.8 　 6.5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00 1,520 1,52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1.3� 　 1.4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656 694 76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5.5 　 14.0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3,05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27.9

(2019. 03. 18 . 기준/ 단위 : 원)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14 주간전남농업

4 농림축산식품�수출입�동향

� 전남�농수산식품�미국�판매장,�수출�확대�톡톡

� � -�지난해�3곳서�310만�달러…총�수출�6천만�달러로�전년보다�19%�늘어�-

l 전라남도는�농수산식품의�미국시장�진출을�위해� ‘전라남도�농수산식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설,� 지원하면서� 수출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l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은� 6천200만� 달러로� 2017년�

(5천200만� 달러)보다� 19.2%� 늘었다.�

l 전라남도가�운영하는�미국�농수산식품�상설전시�판매장은�총�4곳이다.�

전시판매장은� 지난� 2017년� 한남체인� 플러툰점을� 시작으로� 토렌스점,�

뉴저지점이� 차례로� 개설됐다.�

l 지난해�3개점을�통한�전남�농수산식품�수출�규모는�310만�달러에�이른다.

l 특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을� 방문,� LA한인상공회의소와� 세계적� 식품� 수입업체인�

키트레이딩(KHEE� Trading)사와� 각각� 1천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l 이�협약의�후속조치�일환으로�지난�1월�LA점�1개소를�추가�개설했다.�

개설� 후� 불과� 한� 달� 만에� 총� 11만� 8천� 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l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 상설전시� 판매장� 2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총� 1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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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비용 ･고소득�농업기술�정보

매실�피해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미리�예방하세요!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매실,� 복숭아� 등� 핵과류� 씨속에�

알을� 낳아�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l 도� 농기원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산지별로� 정밀예찰� 등�

현장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l 복숭아씨살이좀벌은� 2012년� 전북� 순창에서� 첫� 발생� 이후� 광양,� 순천,�

구례� 등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l 피해� 증상은� 초기에� 열매에� 나타나

는� 증상은� 거의� 없으나� 수확� 직전에�

표면� 일부가� 갈색으로� 움푹� 들어가

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l 방제적기는� 보통� 4월� 중순경인데,� 올해는� 매화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열흘�이상�당겨지고,�지역,�품종,� 앞으로의�기상�상태에�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농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l 약제�살포는�맑고�화창한�날�오전이�좋고�방제적기�이후�7일�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어른벌레와� 어린벌레를� 같이� 방제할� 수� 있고,� 가급적�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지난� 해�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은�

지금부터� 나무에� 방치된� 피해� 과실이나� 땅에� 떨어진� 과실을� 땅에�

묻거나� 불에� 때워야� 한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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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노지작물�스마트팜�모델�시범사업�전국�최다�선정

� � � -� 전국� 11곳�중� 5곳,�개소당� 6억�원�지원� � -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시범� 공모사업에서� 전국� 11개소� 중�

전남도에서� 신청한� 5개소가� 선정되어� 개소당� 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l 이번� 시범� 사업은� 시설원예,� 축산� 중심의� 스마트팜을� 노지까지�

확대하여,� 노지작물� 재배와� 관련된� 센서� 및� 관수 ․관비� 시스템� 등� ICT�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l 노지에서는� 기상� 조건과�재배�경험에�의해�물주는� 시기를�조정했는데,�

ICT장비가� 도입되면� 센서로� 측정된� 장비를� 통해�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해� 전남의� 주요� 노지채소인� 양파,� 대파는� 물론� 노지� 과수�

작목에도�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l 이번�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에� 선정된� 무안(양파),� 영광,�

신안(대파),� 곡성,� 장흥(과수)�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l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희열� 과장은� “노지작물� 스마트팜이�

현장에서�실용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다양한�시범�모델을�발굴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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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알맞은�비료,�흙토람에서�추천받으세요

� -� 흙토람�비료사용처방의�새로운�기능�소개� -�

l 작물별로� 알맞은� 밑거름,� 웃거름용� 복합비료를� 3순위까지� 추천

l 시설과채류�5작물� (애호박,�수박,�풋고추,�딸기,�단고추)의�관비처방서�제공

l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작물� 확대:� 133� ⇒� 143작물

� � -� 조,� 기장,� 수수,� 목초,� 수수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유채(사료용)� 등� 10작물이� 추가

-�흙토람에서�작물별로�알맞은�복합비료�알아보기� -�

l 흙토람� 누리집(soil.rda.go.kr)에� 접속하여� 비료사용처방을� 선택

l 비료사용처방에서� ‘도/시군구/읍면동/리’� 주소를� 선택

l 지번� 선택을� 누르면� 기존에�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은� 지번이� 나옴�

� � � � � (없을�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받아야� 함)�

� � � � � 지번과� 작물,� 토양검정일자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름

� � � � �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에서� 주소와� 작물� 선택>

l 분석결과에� 대한� 밑거름,� 웃거름� 추천량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복합비료�

비종을� 3순위까지� 알려줌� � � �

l 처방서�보기�버튼을�누르면�밑거름,�웃거름�복합비료�추천량을�확인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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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토람�시설과채류�관비�처방서�제공� -�

l 서비스� 작물:� 애호박,� 수박,� 풋고추,� 딸기,� 단고추

l 작물의�목표수량,�관수�방법,�재배작형에�따라�생육단계별로�필요한�물·비료�

사용량을� 1주일� 단위로� 제공

� � -� 관비처방서� 활용시� 평균� 물� 33%,� 질소� 41%� 절감,� 토양� 질산태� � 질소�

집적� 약� 29%� 완화

l 관비처방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됨

       

    <관비재배용� 비료사용처방서>

l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 토양비료과� 이예진� 063-238-2446

l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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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병아리콩·송이콩·렌즈콩�이용�가치�평가�

� � -� 국내�적응�가능성,�유용�성분�등…�두류�활용도�향상�기대� �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두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병아리콩과� 송이콩,� 렌즈콩의� 국내�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용� 성분을� 평가했다.

l 이번� 평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두류� 중� 병아리콩�

72자원,� 송이콩� 61자원,� 렌즈콩� 68자원을� 대상으로� 농업특성과�

조단백� 함량,� 식이섬유� 함량�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l 이�중�병아리콩과�송이콩은�생육이�원활해�국내�재배가�가능할�것으로�

예상되며,�렌즈콩의� 경우� 5월� 이후�기온� 상승으로� 개화·결실에�피해를�

받을� 수� 있어� 국내� 재배를� 위해서는� 재배� 기술과�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l 두류의� 유용� 성분인�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조단백�

함량은�송이콩�26.4%� >�렌즈콩�22.0%� >�병아리콩�17.3%,�식이섬유�

함량은� 송이콩� 50.7%� >� 병아리콩� 19.3%� >� 렌즈콩� 15.7%� 순으로�

나타났다.

l 평가� 결과,� 병아리콩과� 송이콩은� 국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아리콩과� 렌즈콩의� 경우�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이�

강낭콩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l 송이콩의� 경우,�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우수해� 가공용� 등� 용도�

발굴� 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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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땅의�작물� ‘감초’,� 따뜻한�지역에서�잘�자라

-�여름철�고온에도�수량� 60%�늘어…�중북부는�언�피해�주의� �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감초의� 자생지� 환경과� 국내� 재배� 연구를�

분석한� 결과,� 따뜻한� 지역이� 생육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 감초는� 약리적� 효능과� 감미가� 뛰어나� 한약재나�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용식물이다.

l 지금까지는� 이� 같은� 원산지의� 날씨�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감초가� 더� 잘� 자랄� 것으로� 추정해왔다.

l 이를� 확인하고자� 만주감초� 2년생을� 대상으로� 재배� 연구를� 한� 결과,�

생육기(7월~10월)에� 평균� 기온이� 3℃� 오르면� 주� 뿌리의� 수량이� 최대�

60%까지� 늘어� 여름철� 고온에도�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l 감초� 종자의� 발아도� 최소� 16℃� 이상일� 때� 안정적이며,� 강원도�

평창처럼� 추운� 지역은� 7월~8월에� 발아할� 정도로� 더디게� 자랐다.

l 이번� 연구� 결과는� 감초� 재배에� 유리한� 농가의� 환경�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l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앞으로� 기온,�

강우,� 토양� 등� 관련� 영향�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최적의� 감초� 재배�

환경� 조건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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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고구마�농사는�묘�기르기에�달려�있다�

-�씨고구마�파종,�묘�재배,�묘상�병�발생�시�대처�방법�소개� � �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고구마의�

농작업� 일정에� 맞춰� 씨고구마� 파종과� 묘�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l 고구마� 농사의� 시작인� 씨고구마� 선별과� 파종,� 고구마� 묘� 기르기는�

고구마�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l 병이� 없고� 잘� 자란� 100~300g의� 씨고구마를� 골라� 본밭� 1,000㎡를�

기준,� 씨고구마� 70~100kg을� 3~5cm� 간격으로� 심는다.

l 재배의� 경우� 3월� 중순� 전에� 심어야� 하며,�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묘가�

연약하게� 자라므로� 주의한다.

l 묘상은� 온도와�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비닐터널을� 설치하고�

싹틔우기에� 알맞은� 30~33℃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싹이� 튼� 후에는�

묘상이� 마르지� 않도록� 2~3일� 간격으로� 물을� 대� 25℃로� 관리한다.

l 묘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흰비단병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병이다.� 묘상에� 곰팡이가� 있거나� 씨고구마에� 곰팡이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l 방제할�때는�병에�오염되지� 않은� 건전한�씨고구마를�선별해�파종한다.�

병이� 생기면� 초기에� 병� 발생� 토양과� 씨고구마를� 함께� 제거한다.� 또한,�

육묘상이� 고온건조하지� 않도록�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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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동향

중국�여행객�휴대�축산물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유전자�추가�확인

� � � -� � 희석배수�등�사용기준�준수�및�위반�시�과태료�부과�근거�신설�-

l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이하�농식품부)는�중국�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l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은� 중국�

연태항을�출발하여�지난�3.4일�평택항으로�입국한�중국�국적의�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l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중국�등�ASF�발생국�여행객�등이�반입하는�휴대�축산물에�대한�모니터링�

검사를�확대해� 왔다.

l 특히,�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와�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

l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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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정부가�손잡고�‘무허가�축사�적법화�자금’�적극�지원한다.

� � -� 축사시설�자금� 700억원�우선�지원� -

l 당과�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무허가�축사�적법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l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l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인�9월�27일까지�한시적으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l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l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l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 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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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에�1천342억�투자

� � -� 유기농�중심�내실�목표…직불금� 127억단지�조성� 334억�등�집중� -

l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최다� 지역으로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내실을�다지기�위해�농업생산�분야�총�사업비(5천746억�원)의�

23%인� 1천342억� 원을� 들여� 기반� 조성과� 소득� 증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l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8년� 기준� 4만� 3천340ha로�

전국(7만� 8천669㏊)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l 전라남도의�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다.

l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은�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학교급식�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과수·채소� 품목의�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다.

l 사업별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 155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준다.� 또� 토양개량제� 지원� 15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76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17억� 원� 등� 7개�

사업� 664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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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위해�친환경농업�단지�조성�334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60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0억� 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70억� 원� 등� 6개� 사업에� 497억� 원을� 지원한다.

l 특히�학교급식�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과수·채소의�인증면적�확대를�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당� 지원단가를� 10만� 원씩� 상향해� 과수�

160만� 원,� 채소� 140만� 원을� 지원하고� 벼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7억� 원을� 지원한다.

l 보성,�담양,�영암에�있는�친환경농업�교육관과�시군�농업기술센터를�활용해�

친환경� 과수·채소� 재배기술�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l 유기농명인�등을�대상으로�과수·채소�유기농업�선진국�해외�연수를�추진해�

유기농� 과수·채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벼� 이외의� 품목�

점유율을� 27%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육성� 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기술�등�첨단�ICT�기술을�접목해�미래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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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남�시군�농정�동향

담양군,�농업용�굴삭기․트랙터�등�농기계�교육

-�굴삭기�등�농기계�안전한�사용을�위한�실습교육으로�안전사고�예방� -

l 담양군은� 농기계� 조작이� 서투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와�

트랙터� 교육을� 22일까지� 진행한다.

l 농업용�굴삭기�안전사용�교육은�작년까지는�전문교육기관에서�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습교육장에서� 작동원리,� 운전조작,�

취급요령� 등� 실습을� 위주로� 진행해� 임대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l 실습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및� 간단한� 정비기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l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작이� 미숙해� 농기계� 임대가� 불가능했던�

농업인들의� 임대율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를� 활용한� 상시교육� 체계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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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딸기�가공산업�육성을�위한�디딤돌�마련�

-� 담양군�딸기가공연구회�창립총회�개최� -

l 담양군(군수�최형식)은�지난�7일�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한� 딸기� 재배� 여성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가공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l 딸기가공연구회는�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중� 하나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을� 앞두고� 군의� 주력품목인�

딸기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연구로� 담양딸기의� 우수성� 홍보와� 딸기소비촉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직됐다.

l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딸기가공연구회� 회칙을� 확정하고� 연구회의� 임원진을�

선출했다.�선출된�임원은�회장�장효순(담양읍),�부회장�정경순(봉산면),�총무�

이은미(봉산면),� 감사� 박정자(고서면),� 재무� 추소영(봉산면)이다.

l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가공연구회가� 딸기� 가공산업� 활성화로�

담양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딸기�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l 담양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이�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하면�

가입�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061-380-34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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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체리�재배�면적�확대�나서

l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지난� 7일� 체리� 재배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리� 현장� 전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 군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급� 과일의� 하나인� 체리에� 대해� 2020년까지�

재배� 면적� 50ha을� 목표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 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체리� 산업의� 성공여부는� 농업인의� 재배기술� 수준에�

달려�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연� 7회� 이상� 이론� 및� 현장교육�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 곡성군체리농업인연구회� 한상길� 회장은� “군에서� 여러� 체리농장을� 순회하며�

수형별로� 전정�시연� 교육을�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전정�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각� 농장의� 경영� 노하우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l 최근�미국산�체리�수입량이�늘어�체리를�접하는�소비자의�폭이�넓어졌으며,�

더� 신선하고� 안전한� 체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 체리�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l 군은� 아직까지� 국산� 체리� 점유율이� 5%지만� 앞으로� 국내�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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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계�안전교육으로�사고�예방에� ´총력´

l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에서� 3월� 7,� 8일�

이틀에� 걸쳐�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l 이번� 교육은� 굴삭기�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직접� 작동해보는� 현장�

실습위주로� 진행되었다.

l 특히� 귀농인� 등� 고가의� 농기계를� 자주� 접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굴삭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l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활용도가� 높고,� 사고� 우려가� 많은�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자격증� 취득(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 과정� 등� 5개� 과정�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연중교육을� 추진한다.�

l 교육� 신청은�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3~4월� 교육과정과� 8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일부� 과정은� 조기�

신청마감� 될� 정도로� 농업인� 호응도가� 높다.�

l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중� 추진되는� 안전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

불감증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높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교육과� 더불어� 현장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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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휴일에도�문�활짝

l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영농철을� 맞아�

3월� 4일� 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에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l 이번� 영농기철� 확대근무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정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어�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l 고령층� 및� 영농�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식� 콩정선� 선별기를�

제외한� 전기종에� 대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 확충을� 위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농기계� 11종� 34대를�

신규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l 농업기계� 임대�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46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l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에�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고율� 제로화를� 위해�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 확대� 추진과� 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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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식품소재�공모�사업비� 7억원�선정

l 강진군이� 2019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공모�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다.

l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을�통해�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를�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모� 결과� 정심푸드가� 최종� 선정됐다.�

l 정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인�

고구마말랭이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반가공식품(고구마�

페이스트)�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유통·가공� 시설을� 새롭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l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정심푸드는� 반가공고구마� 냉동창고� 건축을� 통해� 제품� 냉동� 보관비용�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를� 위해� 반가공�

공장라인을� 건축하고� 감압식� 건조기� 등� 각종� 기자재를� 확충할�

예정이다.

l 정심푸드는� 인근� 해남,� 영암에� 비해� 고구마� 생산이� 미흡한� 강진군과�

계약� 재배� 등으로� 판로를� 모색할� 예정이어서� 특산물�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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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산물�소형저장고�지원사업�설명회�개최� �

l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8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올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농가와� 시공업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l 군은� 설명회� 참석�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홍보를� 실시하고� 소형저장고� 사업�

추진요령과�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l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시공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저온저장고를�소개하고�특성을�설명하도록�해�대상농가가�보다�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업체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l 김산� 무안군수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 ․채소� 등�

원예�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 스스로가취지에� 맞게� �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출처� :�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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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귀농귀촌인�지원�총력�

l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귀농귀촌인� 지원� 시책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선다.�

l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인영농기반�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 지원,�

시설물� 설치자금� 보조,� 농업� 창업� 융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본격�

실시한다.�

l 먼저� 귀농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l 귀농인�주거환경�개선을�돕는�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에는�군�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개� 농가를� 지원한다.�

l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농가를� 지원하고� 수리시설이� 불리한�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는� 귀농인� 관정개발지원� 사업에는� 중형관정�

신청대상자에� 한해� 3공� 2천� 1백만� 원을� 지원한다.�

l 또� 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귀농업� 창업� 및�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l 지원대상은� 함평군� 거주� 기간� 1년� 이상� 만� 5년� 이하의� 귀농세대주로,�

사업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농정착,� 주택수리,� 소규모� 하우스�

설치,� 관정개발� 자금� 등� 농업창업�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 *� 출처� :�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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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대표�떡,�뭐가�좋을까”

-�장성�대표떡�개발�추진...5개�후보�중�상품성�등�평가해�대표�떡�선정� -

l 장성군이� 장성을� 대표하는� 떡� 상품� 개발을� 진행중이다.

l 장성군은� 장성의� 대표� 떡� 상품을� 개발을� 위해�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 떡� 제조업소와� 함께� 새로운� 떡� 메뉴� 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 교육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떡� 제조� 기초부터� 새로운� 떡을� 만들어�

보는�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이미� 몇� 차례의� 교육을�

통해� 가칭� 옐로우� 떡,� 오메기떡,� 감사떡,� 삼채� 밥알떡,� 사과곤약� 등�

5종류의� 떡� 메뉴를� 개발한� 상태다.�

l 장성군은� 후보상품으로� 개발된� 떡을� 오는� 5월� 홍길동�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맛과� 상품성,� 선호도� 등을� 평가� 받을�

예정이다.� 이후� 대표� 떡으로� 선정된� 상품은� 장성의� 떡� 제조업소를�

통해�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 이번� 교육은� 노란꽃잔치,� 장성호� 수변길의� 관광가치� 상승으로� 관광객�

증대에� 맞춰� 장성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

l 군� 관계자는� “장성을� 찾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장성에� 와서�

사가지고� 갈만한� 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다”며“우수한� 맛과�

상품성을� 겸비한� 대표� 먹거리� 상품� 개발로�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출처�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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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친환경농업’으로�안전한�농산물�생산한다

-�유기농�실천� ·�논�타작물�참여�결의대회�개최� � -

l 장성군이�안전한�농산물�생산과�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 ‘유기농�실천�및�

논타작물� 참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l 장성군은� 지난� 6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유기농� 실천� 및�

논타작물� 참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l 장성군은� 친환경농업의�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유기농�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 군은� 2019년� 친환경� 직불금,� 인증비,� 친환경벼출하장려금� 등� 친화경�

분야� 13개� 사업에� 총� 21억5천 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단지� 36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l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채소·과수�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l 또한�신규�사업으로�친환경쌀�무농약�생산단지에�유기질�비료�및�살포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 출처�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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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농업정보

[홍콩]�식품안전센터(CFS),�신선�딸기�잔류농약�검사�결과�발표

l 지난� 1월� 대만� 식약청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수입한� 신선한� 딸기가�

대만의� 잔류농약� 규제� 기준을� 97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l 해당� 딸기는� 홍콩에도� 수입,�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딸기�

구입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l 홍콩은� 2014년� 8월부터�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

가이드라인(Cap.� 132CM)의� 잔류농약� 규정� 지침에� 따라� 규제된다.

l �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7개의�

딸기�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했으며,� 검사� 시료는� 모두�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l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딸기에� 대한� 식품� 감시를� 강화했으며,� 모든�

샘플의�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l 홍콩은� 향후에도� 식품� 감시를� 계속할� 것이며,� 농식품� 수입� 업체는�

관리가� 철저한� 생산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비자는� 과일이나� 야채를�

깨끗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l 홍콩은� 수출입이� 자유롭지만,� 자국민� 건강을� 위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 유통단계에� 걸쳐� 샘플� 채취� 및�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생산,� 수출� 전�

단계에서� 수입국의� 잔류농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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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일일동향� (’19.� 03.� 18.�시카고�선물거래소)

� -�밀�선물가격,�숏�커버링(환매수)으로�상승� -

l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1%� 상승했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밀�

선물가격은� 환매수(short-covering)를� 하면서� 상승했다.� 투자� 자금은�

밀에� 대한� 대규모� 약세� 베팅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농작물이�

휴면상태로� 인해� 밀이�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

l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4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돼� 9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다.� 상인들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작물� 심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 시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익은� 시장의� 최고점에� 있는� 기술� 매도로� 인해�

제한되었다.

l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2%�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

기술적� 반등세로� 올랐다.� 현금시장의� 강세는� 대두� 선물에�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시카고� 거래소� 5월� 대두� 선물� 계약� SK9는�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기술적� 저항을� 돌파하자� 매수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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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신청�및�홍보안내

전남농기원,�농업기계�기계화영농사반�교육�실시� !!

-�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정비� 이젠� 문제� 없어요� -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업기계� 핵심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기계화영농사교육을� 오는� 3.18∼7.26까지� 3개� 과정으로� 과정별� 2주간�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다.

l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위주� 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농업기계�

기종별� 작동원리,� 점검� 정비기술,� 현장실습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등� 각� 과정별� 세분화된� 전문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

l 특히� 과정별� 교육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도� 한층� 높였고,�

합숙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생들이� 농업기계�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l 교육신청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나� 농업교육과� 및�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l 전남농업기술원� 최청산� 농업교육과장은� “값비싼� 농업기계를� 구입하고도�

제대로�사용하지�못해�방치하거나�임대기계를�활용하지�못하는�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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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교육�신청하세요�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18일부터�선착순�모집� -

l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박화식)는�전남지역�버섯산업�활성화를�위해�

버섯�재배교육과�버섯�전문가�육성�교육�등�전문교육을�실시한다고�밝혔다.

l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버섯� 재배교육을� 전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l 전반기� 교육은� 18일부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4월� 5일부터� 8주간�

이뤄진다.� 교육은� 버섯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배를� 위한� 기초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l 또�버섯�재배교육과는�별도로�버섯�전문가�육성교육을�3월,�5월,�8월,�3회�

실시한다.� 제1회� 교육은� 18일부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21일�

실시한다.� 교육은� 톱밥배지� 제조,� 균� 분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질적�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l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지난해�4월�국내�지자체�연구기관으로는�최초로�

산림청으로부터�‘임업소득�분야�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받아�본소에서�임업�

분야�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l 2019년� 산림자원연구소� 버섯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모집공고를� 참고하고,� 교육� 참여�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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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귀농어귀촌,�살아보고�결정하세요�

-� 전남도,� 18일부터� 인터넷� 접수…4월� 15일부터� 운영� -

l 전라남도는�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어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l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l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민박시설을� 갖추고�

귀농어귀촌�교육,�현장체험,�주민교류�등�프로그램�운영�능력이�있는�30개�

마을농가를� 확정했다.

l 상반기는�4월�15일부터�7월�14일까지�3개월간�운영한다.�숙박�및�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참가� 비용은� 무료다.

l 참가를� 바라는� 사람은� 18일부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live.jeonnam.go.kr)에� 접속해� 마을과� 숙박할� 객실,� 기간을� 정해�

신청할�수�있다.�또한� 마을농가� 운영자는� 체류기간,�팀�구성� 여부,� 청년(만�

18~39세�이하),�신청�순서�등�우선순위를�고려해�참가자를�선정하게�된다.

l 참가자들은� 5일에서� 최장� 60일간� 전남의� 농어촌에서� 머물며� 농어촌체험,�

주민만남,� 귀농어귀촌� 교육,� 선도� 귀농농가�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체류� 기간에� 따른� 의무점수(1일당� 1점)를� 이수해야� 한다.

l 전라남도는�프로그램�운영�후에�만족도�설문�조사,�전입�여부�조사를�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주간전남농업 41

10 농식품�빅데이터(법령)�정보제공�홈페이지�소개

농림축산식품부

l 농사에� 필요한�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활용할� 수�

있습니다.� � �

l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정보공개,� 규제개혁,� 국민소통,� 알림소식,� 정

책홍보,� 농식품부� 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l 규제개혁에서는� 규제개혁과제� 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규제개선�

보도자료,� 규제법령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

정보포털을� 확인할� 수� 있다.

l 국민소통에서는� 신고센터,� 국민참여,� 전자민원,� 법령정보,� 통계정보,�

물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 신고센터에서는� 클린신고센터,� 부정유통신고,�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신고,� 안전신문고� 등�

� � -� 국민참여에서는� 제도개선� 및� 공정사회� 제안,�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

� � -� 법령정보에서는� 현행법령,� 훈령·예규·고시,� 최근제개정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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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l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자료에서는� � 농식품� 안전관리,� 농식품� 유통

질서� 확립,� 농가� 소득안정� 지원,�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 업무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l 각� 업무명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부서�

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 � -� 농식품� 안전관리의� 업무명은� 실태조사,� 규제조사,� 정책지원,�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사료검사,�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등

� � -�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의� 업무명은� 원산지표시� 관리,� 농산물� 명예

감시원� 관리,� 원산지인증제,� 부정유통신고,� 양곡표시� 관리� 등

� � -� 농가� 소득안정� 지원의� 업무명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 -�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의� 업무명은� 우수식품� 인증관리,� 전통주�

교육기관� 지정관리,� 술� 품질인증관리� 등

� � -� 업무지원은� 개인정보보호,� 인사,� 국유재산관리,� 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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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GAP�정보서비스

l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www.gap.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에서는� � GAP(농산물우수관리),�

GAP관리시설,�GAP인증기관,�농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조괴,�팜투테이블,

정보광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l GAP(농산물우수관리)에서는�제도소개,�인증신청절차�및�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l GAP관리시설에서는� 제도소개,� 지정신청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l GAP인증기관에서는�제도소개,�지정신청�요령,�사후관리�절차�및�방법,�

위반자에� 대한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l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서는�제도소개,�등록신청�절차�및�방법,�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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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세상� �참�잘한�선택(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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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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