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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날씨정보� � �

Ÿ 평균기온� :� 7.9℃�
� � (평년대비�1.6℃�높음)�
Ÿ 최고기온� :� 12.1℃
� � (평년대비�0.6℃�높음)�
Ÿ 최저기온� :� 3.6℃
� � (평년대비�1.6℃�높음)
Ÿ 강�수�량� :� 1.8㎜

Ÿ 평균기온� :� 7.6℃�
� � (평년대비�0.2℃�높음)�
Ÿ 최고기온� :� 10.7℃
� � (평년대비�1.6℃�낮음)
Ÿ 최저기온� :� 4.6℃
� � (평년대비�0.8℃�높음)
Ÿ 강�수�량� :� 1.6㎜

Ÿ 평균기온� :� 9.1℃�
� � (평년대비�0.9℃�높음)
Ÿ 최고기온� :� 13.0℃
� � (평년대비�1.0℃�높음)�
Ÿ 최저기온� :� 5.3℃
� � (평년대비�0.3℃�높음)
Ÿ 강�수�량�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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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전남농업 7

사과

출하� :� 11월�사과�출하량�전년보다�증가�전망

l 11월� 사과�출하량은�생산량�증가로�전년보다� 3%� 많을�것으로�전망된다.�

시세� 하락으로� 시장� 출하보다� 저장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아� 생산량�

증가폭에�비해� 11월�출하량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l 12월�이후�사과�출하량도�저장량이�많아�전년보다�7%증가한�26만�7천�톤�

수준으로�전망된다.

l 11월에� 출하될� 사과� 크기는� 과실� 비대가� 원활하여� 전년� 보다� 크지만,�

색택은�좋지�않을�것으로�파악되었다.

가격� :� 11월�사과�가격�전년보다�낮을�전망

l 11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5,9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상자에� 2만� 2천∼2만� 4천원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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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하� :� 11월�배�출하량�전년보다�증가�전망

l 11월�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저장성이�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 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l 12월�이후�배�출하량은�전년보다� 1%�많은� 9만� 5천�톤�내외로�예상된다.

품질� :� 11월�배�크기�크지만,�모양은�좋지�않을�듯

l 11월에� 출하될� 배의� 크기는� 폭염� 및� 가뭄으로� 과� 비대가� 부진했던�

전년보다�크지만,�당도는�전년보다�좋지�않을�것으로�파악되었다.

l 개화기� 이상� 저온� 영향으로�유체과(숫배)� 및� 기형과� 발생이� 많고,� 수확기�

잦은�강우로�과피에�얼룩·흑변�발생도�많아�모양�등�외관이�전년보다�좋지�

않을�것으로�조사되었다.

가격� :� 11월�배�가격�전년보다�낮을�전망

l 11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7,300원)보다� 낮은�

상품� 15kg�상자에� 3만� 4천∼3만� 7천�원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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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출하� :� 11월�노지온주�출하량�전년보다�증가�전망

l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로� 10월에� 출하될� 극조생온주� 수확이� 다소� 지연되었고,�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조생온주착색이� 양호하여� 출하를� 앞당기려는�

농가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l 12월�이후�출하량도�조생온주�생산량�증가로�전년보다� 14%�많을�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 11월�노지온주�외관과�당도는�전년보다�좋지�않을�듯

l 11월에� 출하될� 노지온주의� 외관은� 결점과·상처과와� 병과발생이� 많아�

전년보다�좋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9월�잦은�비로�당도도�전년보다�낮을�

것으로�조사되었다.

l 크기는�소비자가�선호하는� 2S∼S과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격� :� 11월�노지온주�가격�전년보다�낮을�전망

l 11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670원)보다� 낮은�

kg당� 1,200∼1,500원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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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출하� :� 11월�단감�출하량�전년보다�증가�전망

l 11월� 단감� 출하량은� 전년보다� 4%� 많은� 3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생육� 지연으로� 10월에� 출하하지� 못한� 단감이�

많았다.� 12월�이후에는�농가의�저장�의향�감소로�전년과�비슷한� 7만� 3천�

톤�수준으로�예상된다.

품질� :� 11월�단감�크기�크지만,�외관·당도는�좋지�않을�듯

l 11월에� 출하될� 단감은� 충분한� 강우로� 과실� 비대가� 양호해� 과� 크기는�

전년보다� 클�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태풍으로� 인한� 흠집� 발생으로�

외관이� 전년보다� 좋지� 못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도�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 11월�단감�가격�전년보다�낮을�전망

l 11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7,0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상자에� 2만� 3천∼2만� 5천�원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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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생산량� :� 2019년�포도�생산량�전년보다� 6%�감소�추정

l 올해�포도�생산량은�전년보다� 6%�적은� 16만� 5천�톤�수준으로�추정된다.

l 시설포도�생산량은�전년보다�5%�많은�2만� 4천�톤,�노지포도는�전년�대비�

8%�적은� 14만� 1천�톤으로�추정된다.

l 품종별로는�캠벨얼리와�거봉,�MBA�생산량이�전년보다�각각�6%,�3%,�5%�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샤인머스켓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1%�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출하� :� 11월�샤인머스켓�출하량�전년보다�증가�전망

l 11월� 샤인머스켓� 출하량은� 성목면적이� 증가한데다,� 착과량도� 많아�

전년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전체� 출하량은� 캠벨얼리와�

MBA�저장량이�적어�전년�대비� 16%�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가격� :� 11월�샤인머스켓�가격�전년�대비�낮을�전망

l 11월�샤인머스켓�평균�도매가격은�출하량�증가로�전년(3만� 2,200원)보다�

낮은�상품� 2kg�상자에� 2만� 8천∼3만�원으로�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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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농축산물�가격정보

식량작물

쌀(일반계)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25)

전년대비

20kg 47,160 47,160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310 49,410 39,067  20.7 

콩(백태)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35kg 188,000 189,000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200 190,800 165,600  13.5 

고구마(밤)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24,800 24,800  3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560 36,000 24,180  2.6 

감자(수미)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24,000 23,400  4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00 44,450 33,017  27.3 

식량작물

배추(가을)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9,500 11,000  3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660 6,975 6,262  51.7 

양배추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35kg 9,600 9,900  4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320 6,450 6,183  55.3 

오이(다다기계통)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69,667 63,333  4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267 47,333 49,763  40.0 

애호박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14,800 15,200  3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200 23,200 20,653  28.3 

품목별�도소매�정보
(2019. 11. 25. 기준/ 단위 : 원)



주간전남농업 13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30kg 432,000 432,000  2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1,200 587,250 473,417  8.7 

풋고추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40,000 47,800  2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40 31,850 43,033  7.0 

마늘(깐마늘)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30.8 

양파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13,200 12,000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400 13,400 19,687  33.0 

당근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0kg 52,000 54,600  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0,320 53,400 37,187  39.8 

대파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kg 1,940 1,840  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20 1,885 1,843  5.3 

파프리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5kg 20,400 18,400  2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600 16,750 18,147  12.4 

수박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개 21,200 21,400  6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00 12,500 11,153  90.1 

토마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33,400 35,600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120 33,050 25,967  28.6 

방울토마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5kg 32,000 28,200  3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80 23,000 16,80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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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사과(후지)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36,600 39,200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40,500 36,287  0.9 

배(신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5kg 43,200 47,400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880 46,450 37,510  15.2 

참다래(국산)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kg 37,4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 28,920  29.3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30kg 490,000 492,000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2,000 494,800 508,667  3.7 

느타리버섯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kg 15,800 16,200  1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00 13,450 12,503  26.4 

새송이버섯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2kg 8,200 8,100  1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00 7,450 7,830  4.7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0g 9,042 8,966  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108 8,583 7,922  14.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00g 1,810 1,704  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0 1,834 1,944  6.9 

닭고기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kg 5,039 5,248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92 5,066 5,255  4.1 

계란(특란)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30개 5,458 5,532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07 5,101 5,53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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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평균�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25)

1주일전
(11/18)

전년대비

1L 2,615 2,615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4 2,621 2,547  2.7 
� � � �

가축�및�축산물�산지시세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921 5,819 5,750  1.8  3.0

거세 6,796 6,769 6,561 0.4  3.6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0 3,288 3,198 0.9  1.9

수 3,889 4,004 3,808 2.9 2.1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09 3,316 3,74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2 　 11.6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11 413 26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5� 　 55.7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43 333 32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3 　 5.2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06 802 1,27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25.4� 　 21.3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43 1,146 8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3 　 27.9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67 2,367 2,4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2.7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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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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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축산식품�수출입�동향

국산�느타리,�베트남�시험�재배로�현지�시장�공략�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자체� 개발한� 느타리� 품종� ‘솔타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력해� 이달부터� 1년간� 현지에서�

국외적응성을�평가한다.

l ‘솔타리’는� 20℃� 정도에서도� 자라는� 중고온성� 품종으로,� 갓� 색이� 진한�

흑회색이고�대가�굵고�길다.� 2016년�품종보호를�출원했다.

l 국내에서는�병,�봉지,�균상�등�재배유형별로�농가에서�실증�재배한�결과,�대�

조직이�단단해�식감(씹는�맛)이�좋고�저장�기간이�길었다.

l 이번�시험재배는�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버섯�품종이�배양된�‘배지’�형태로�

외국에�나가는�첫�사례라는�데�의미가�있다.

l 시험재배는�베트남�동나이�지역에서�느타리,�영지버섯�등을�재배하고�있는�

현지�업체에서�내년�10월까지�1년간�진행한다.�봉지에�배양된�배지�형태로�

2,000봉지(850g/봉지)를�키우게�된다.

l 농촌진흥청은� 운송� 방법에� 따른� 안정성� 평가를� 위해� 같은� 배양� 배지를�

항공과� 선박으로� 12일� 현지에� 보냈다.� 항공� 운송의� 경우� 비용� 부담은�

있지만�당일�도착하며,�선박은�비용이�적은�대신� 5~7일�정도�걸린다.

l 농촌진흥청은�현지에서�생산한�‘솔타리’�버섯과�기존�베트남�시장에서�판매�

중인�느타리의�차이점은�무엇인지,�갓과�대�가운데�어느�부분의�품질이�더�

좋은지�확인할�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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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비용 ･고소득�농업기술�정보

작고�털�없이�부드러운� ‘샐러드용�배추’�개발�

-�부가가치�높은�새�품종� 40점,� 19일�평가회에서�선봬� -

l 농촌진흥청(청장�김경규)은�최신�육종�기술로�작고�부드러운�샐러드용�배추�

등�배추�새�품종� 40점을�개발했다.

l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는� 소포자� 배양기술을� 적용해�

개발한�배추� 40점�등�배추�품종·자원� 172점,�양배추� 142점,�총� 314점의�

자원을�선보인다.

l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소속� 육종� 전문가와� 유통업계,�

시군농업기술센터,�대학�등�교육�기관�담당자들이�참석해�개발�계통의�활용�

가능성을�평가한다.�

l 올해� 배추는� 아주심기� 기간인� 8∼9월� 태풍이� 잇따라� 발생해� 비닐온실에�

종자를� 파종한� 뒤,� 9월� 초� 아주심기하고� 비닐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재배했다.

l 새로� 선발한� 계통� ‘19-FQ144’는� 소형으로� 잎이� 양배추처럼� 포개지며,�

뒷면에�털이�없어�샐러드용으로�좋은�남방계�품종이다.� 더운�계절에도�잘�

자란다.

l ‘19-FQ150’은�태풍에도�큰�피해�없이�자라서�일반�배추�키의�2배�이상인�

80cm까지� 성장했다.� 길이가� 길어� 김치� 공장� 등에서� 가공용� 김치로�

활용하기에�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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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부터� 소포자� 배양법으로� ‘원교20051호’를� 비롯해�

15계통을� 개발했다.� 이� 중� ‘원교20039호’는� 4개�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체결했다.

l 2017년�개발한� ‘원교20050호’는�기능성�성분인�글루코시놀레이트�함량이�

대조�품종인� ‘춘광’보다� 1.5배�이상�높다.

l 2016년� 개발한� ‘원교20048호’는� 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 일대잡종�

품종이� 충북� 괴산과� 강원도� 홍천,� 충남� 홍성� 지역에서� 시험� 재배� 되고�

있다.

l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허윤찬�채소과장은�“이번�평가회를�계기로�

최신� 육종� 기술로� 개발된� 우수� 배추� 품종이� 빠른� 시일� 안에� 이용되도록�

하겠다.”라며,� “올해� 육성� 심의회에서� 통과된� 품종은� 내년에� 특허출원을�

마친�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해�현장에�보급하겠다.”라고�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전남농업 19

‘김치유산균’�생존율·저장성�높여�활용�영역�넓힌다�

-�귀리�식이섬유�등�섞어�식품�소재�개발…�다양한�활용�기대�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김치유산균� ‘바이셀라� 사이바리아(Weissella�

cibaria)의�저장�안전성을�높여�식품소재로�활용할�수�있도록�동결건조용�

조성물�등�소재화�기술을�개발했다.

l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로�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소재로,�김치�발효�초기에�주된�역할을�하는�김치유산균�중�하나다.

l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으로�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활성�등의�기능성을�가지며,� 유해균을�억제해�장�

건강�개선에도�도움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

l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에� 10%� 콩가루와� 효모� 또는�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 혼합물을� 처리해� 동결건조� 시�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저장�안정성을�높인�것이다.

l 미생물을� 장기� 보존할� 때는� 동결건조�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만� 동결건조�

과정�중�균체가�손상을�받거나�생존율이�낮아져�동결건조�보호제의�종류와�

농도�선택이�매우�중요하다.

l 우선�콩가루와�효모�추출물을�1대1로�섞어�바이셀라�사이바리아에�처리한�

결과,�동결건조�후�생존율은� 100%,�인공위액�저항성은� 85%,�인공담즙액�

저항성은� 99%로� 나타나�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63%,� 65%,�

52%에�비해�안정적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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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귀리�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을� 1대1로� 섞어� 처리한� 경우에도�

동결건조� 후� 생존율은� 93%,� 인공위액� 저항성� 85%,� 인공담즙액� 저항성�

86%로�높은�결과를�보였다.

l 특히�귀리�식이섬유와�프락토올리고당으로�처리한�바이셀라�사이바리아는�

아무것도�처리하지�않은�대조군의�유통기한(157일)에�비해�최대�8배�정도�

연장(1,276일)되는�효과가�나타났다.

l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지난해� 5월� SCI� 저널인� ‘Food�

Science� &� Nutrition’에�게재했으며,�지난해�특허출원1)을�완료했다.

l 개발된� 김치유산균� 분말을� 과자와� 빵,� 과일음료� 등에� 적용해�

식품첨가물로서의� 가공적성을� 확인했으며,� 딸기,� 레몬,� 초콜릿� 등� 다양한�

맛을�섞어�요거트,�아이스크림용�토핑으로도�개발했다.

l 이와� 함께� 김치유산균� 분말을� 동물� 보조� 사료로� 등록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있다.

l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기호성과� 편리성에� 맞춰� 김치유산균�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활용을�

확대하고�다양한�제품으로�개발할�수�있게�됐다.”라고�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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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한우�사육�단계별�관리�방법�제시�

-�송아지는�배를�따뜻하게,�육성우는�습도�조절로�버짐�예방� -

l 농촌진흥청(청장�김경규)은�겨울철�한우�사육�농가에서�유의해야�할�내용과�

관리�요령을�제시했다.

l 한우는� 사육단계에� 따라�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로� 나뉜다.� 시기별� 사료�

종류와�양,�주의사항에�맞게�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l 송아지는�체온�유지와�설사�예방을�위한�환경관리에�신경�쓴다.

l 배가� 찬� 바닥에� 바로� 닿지� 않도록� 나무판자나� 건초,� 짚을� 깔아주고,�

젖어있지�않게�자주�갈아�준다.

l 송아지가� 쉴� 수� 있도록� 3.3제곱미터(㎡)가량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기를�

데울�수�있도록�보온등도�달아준다.� 따뜻한�물을�플라스틱병에�담아�넣어�

주는�것도�도움이�된다.

l 일교차가� 큰� 날� 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방한복을�

입히면�체온을�유지할�수�있다.

l 육성우의� 경우,� 우사(牛舍)� 내�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 질병이나� 곰팡이성�

피부병인�버짐이�발생할�수�있어�유의해야�한다.

l 볏짚을� 쌓아두거나� 윈치커튼(높낮이� 조절� 커튼)을� 내려두면� 습도가�

오르므로�해가�나면�지붕을�열어�환기한다.�천장에�이슬이�맺히면�환풍기를�

튼다.

l 12개월령� 미만이면� 햇볕이� 잘� 드는� 우방(깔짚)에� 두고� 비타민A� 제재를�

보충해준다.�버짐이�생기면�초기에�연고를�사용해�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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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침이�심하거나�콧물이�많이�나면�즉시�항생제�등으로�치료한다.

l 비육우는� 물� 먹는� 양이� 주는� 겨울철에는� 체액� 내� 무기염류� 농도가�

높아지므로�물을�충분히�보충해야�요석증을�예방할�수�있다.

l 한겨울� 급수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한� 마리당�

미지근한�물� 30리터(ℓ)�이상�마실�수�있도록�한다.

l 요석증�예방을�위해�15개월령�내외가�되면�식품첨가물용�염화암모늄을�한�

마리당� 하루� 20g가량을� 한� 달에� 나흘� 정도� 사료에� 섞어준다.� 요석증�

증상을� 보인다면� 하루� 20g가량을� 1~2주간� 꾸준히� 먹인다.� 단,�

염화암모늄은�출하� 3개월�전에는�휴약한다.

l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겨울철에� 소에게�

먹이는�볏짚의�안전성�확인도�중요하다.� 곰팡이가�많이�핀�풀사료를�먹은�

어미소의�젖을�송아지가�먹으면�곰팡이�독소가�그대로�전해질�수�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라고�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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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잘�견디는� ‘잎채소’로�겨울�텃밭을�풍성하게

-�봄까지�수확하는�저온성�채소…�관리�쉽고�맛은�더�아삭� ·�달콤� -

l 농촌진흥청(청장�김경규)은�겨울�텃밭에�심을�수�있는�저온성�채소�작물을�

추천하고�알맞은�관리�요령을�소개했다.

l 초겨울에� 씨를� 뿌려� 겨울부터� 봄까지� 거두는� 저온성� 채소는� 잎이� 두껍고�

뻣뻣하지만,�더�아삭하고�달콤한�맛이�있다.

l 겨울� 텃밭은� 잡초나� 곤충� 발생이� 적어� 관리가� 쉽다.� 부직포나� 비닐� 로�

간단히�덮어주면�서리나�냉해�피해�없이�키울�수�있다.

l 김장채소를�수확한�11월�말부터�12월�초에�종자를�심고�간이�보온�처리를�

하면� 겨울과� 봄에� 수확할� 수� 있다.� 잎채소는� 정해진� 수확� 시기가� 없어�

촘촘히�파종해�자람에�따라�활용할�수�있다.

l 씨부림� 전에� 눈이나� 비� 피해가� 없도록� 물� 빠지는� 길(배수로)을� 점검한다.�

이랑의�두둑�높이는�20~30cm,�물�빠짐이�좋은�땅의�너비는�120~150cm,�

물�빠짐이�좋지�않은�땅은� 60~90cm로�한다.

l 웃거름은�싹튼� 후� 재배� 기간과� 생육� 상황에�따라� 포기� 사이에� 흙을� 파서�

1~2회� 준다.� 잎채소는� 종자� 발아와� 초기에� 자라면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파종� 전� 두둑에� 물을� 충분히� 준다.� 습해(습기로� 인한� 피해)에�

약하므로�물이�잘�빠지도록�관리한다.

l 날이�따뜻하면�부직포와�비닐은�열어�두고�밤에만�닫아준다.�낮과�밤의�기온�

차로� 습한� 상태가� 계속되면� ‘저온다습성�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낮에는�일부�구간을�열어두면�도움이�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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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저온저장고·정보통신기술의� ‘만남’…�농가�만족�

-�주산지�등� 15곳�보급…�양파�부패율�줄고�소득�향상�확인�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개발한�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가�

소득향상에�도움이�돼�농가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l 양파는�수확�후�재배지에서�며칠간�건조한�뒤�저온저장고로�옮겨진다.�일반�

저온저장고는� 예건� 기능이� 없고,� 배기구� 한� 개로� 습도를� 조절하므로�

부패율이� 15∼20%에�달한다.

l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는� 일반� 저온저장고에� 배습� 장치와� 히터를� 더해� 내부� 공기�

흐름을�개선했다.�스마트폰으로�환경제어도�가능하다.

l 이�저장고를�2017년부터�올해까지�3년�동안�무안,�함양,�창녕,�당진,�임실�

등�양파�주산지를�포함한�15곳에�보급했다.�그�결과,�농가에서는�부패율이�

줄고�편의성은�좋아졌다는�평가와�함께�높은�만족도를�보였다.

l 당진의�참여�농가는�부패율이� 2%대로�줄었고,�수확�후�작업�공정이�줄어�

노동력�부담도�30%�덜�수�있었다.�무안의�경우,�부패율은�3∼5%로�줄고�

상품성은�좋아져�농가의�만족도가�매우�높았다.

l 상품성�향상�등으로�지난� 2년간�농가�소득은�평균� 16%�증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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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키’�확�낮추는�국산� ‘대목’�개발�

-�재배� �쉽고�같은�면적에�더�많이�심을�수�있어�유리�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사과나무� 키를� 일반� 실생대목의� 30%� 정도로�

축소해�재배할�수�있는�국산�대목을�개발했다.

l 사과나무는� 접수를� 붙이는� 뿌리� 쪽� 나무� ‘대목’에� ‘품종’을� 접목한� 묘목�

형태로�재배해야�품종�고유�특성이�나타난다.� 대목에는�실생대목�같이�큰�

대목부터�작은�극왜성�대목까지�다양한�종류가�있다.

l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는� 대목은� 대부분� 국외에서� 도입된� ‘M.9’와�

‘M.26’이다.� 이들� 대목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문제가�있다.

l 농촌진흥청이�새로�개발한�‘KARI3(카리3)’�대목은�국내에서�자생하는�재래�

대목인�‘환엽해당’에�극왜성대목인�‘M.27’을�교배해�번식�특성,�왜화도(키를�

낮추는�정도),� 과실�생산성,�추위(내한성)와�해충(내충성)에�잘�견디는지를�

검정한�뒤,�지난해�최종�선발한�대목이다.

l ‘KARI3’는�‘M.9’와�‘M.27’�중간�정도의�극왜성�대목으로,�좁은�면적에�많은�

나무를�재배할�수�있고,�꽃�솎기,�가지치기,�수확�등이�쉬워�노동력을�덜�수�

있는�장점이�있다.

l 수량� 효율이� ‘M.9’로� 양호하고� 사과� 해충(면충)� 저항성이며,� 뿌리내리는�

힘(발근력)이� 뛰어나다.� 자근을� 이용해도�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현상(흡지)이�거의�발생하지�않아�관리가�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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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촌진흥청은� 1993년부터�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사과� 왜성� 대목을�

개발한�결과,� ‘KARI3’을�포함,�지금까지� 3종을�개발했다.

l 2017년� 개발한� ‘KARI1’은� 추위에� 강하며� 사과� 해충에� 저항성이� 있고,�

‘KARI2’는�수량�효율성이�좋으며�뿌리내리는�힘이�우수하다.

l 농촌진흥청은�이�세�품종을�올해�초�품종�출원한�뒤,�재배�심사를�진행하고�

있다.� 보급�전까지�지역별�현장�실증을�추진할�계획이다.

l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KARI3’� 대목은�

이상� 기상,�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과� 재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대목이다.”라며,�“국내�육성품종과의�접목�친화성,�지역�적응성�등을�연구해�

3~4년�후�시장에�선보일�계획이다.”라고�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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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동향�및�홍보안내

장흥군,�청년�창업농�문정화씨�스마트팜으로�화훼산업�일궈

l 서울에서의�치열한�삶을�접고,� 젊은�나이에�시골로�내려와�새로운�미래를�

개척하기�위해�화훼산업에�뛰어든�청년�여성�농업인이�있다.� �

l 장흥군의�문정화씨가�그�주인공이다.�이제�귀농�1년차,�그녀는�아직�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농업� 새내기이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장흥군�

장평면에서�느타리버섯을�시작으로�현재는�주작물인�수도작과�감자,� 고추�

등� 다양한� 밭작물과� 국화재배까지� 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베테랑�

농업인이다.� �

l 하지만�처음부터�문정화씨의�부모님도�그녀의� 귀농이�반갑지만은�않았다.�

농촌의�생활이�녹록치�않음을�너무�잘�알고�있기�때문이다.�농촌의�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와� 여기에� 자재� 값이며� 인건비는� 크게�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계속되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농촌의� 현실은�

빈곤으로�이어져오고�있다.

l 이런�농촌의�위기상황�속에서�문정화씨는�더욱�자신이�귀농을�선택한�것이�

옳았다고�생각하고�있다.� �

l 정화씨가� 이런� 막막한� 농업현실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이�

스마트팜이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사업’� 1기�교육생으로�이론과�현장실습을�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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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그녀는� 부모님의� 농업� 노하우와� 주변의�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설� 하우스� 카네이션을� 재배해�

3,000만원의�수익을�거뒀다.�

l 첫�농사치고�잘했다는�주변의�평가에�자신감을�얻어�지금은�다양한�색깔의�

카네이션과� 라넌큘러스도� 정식했으며,� 노지에는� 유칼립투스를� 정식해� 곧�

출하시기를�기다리고�있다.�

l 최근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농가로� 선정돼� 환경제어판넬과� 관비기를� 추가로� 설치해� 점점�

스마트팜의�모습을�갖추어가고�있다.

l 보통� 스마트팜� 시스템은� 연동하우스나� 4,958㎡(약� 1500평)이상의� 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 단동하우스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ICT융복합기기를� 도입해� 원격으로� 하우스�

온습도에�맞춘�환기관리를�하고�있다.� �

l 아울러�문정화씨는�앞으로� 재배노하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산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커져가는� 반려식물을� 이용해�

다양한�치유농업을�진행해나가고�싶다는�포부를�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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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유자�수출확대�다양한�가공제품�개발�박차

-�유자수출연구사업단�새로운�유자상품� 10여종�개발한다� -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김성일)�유자수출연구사업단�6개�기관�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다고� 20일�밝혔다.

l 사업단은�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4월�연구비�공모사업에서� 15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하였으며� 참여기관은� 농업기술원,� 전남대학교,� ㈜보해양조,�

㈜한국콜마,�㈜지앤비�및�㈜제이에이치글로벌이다.�

l 이날�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중국과� 홍콩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유자소주,� 유자� 마스크팩,� 유자퓨레,� 뽀로로� 유자차� 등� 10종이�

선보였다.� 또한,� 중국시장� 유자수출� 확대� 마케팅전략으로� 추진하게� 될�

소비자�선호도�조사,�온라인�입점�및�테스트�마케팅에�대해�심도�있게�논의�

되었다.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인사말에서“연구사업단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시장개척으로� 유자� 수출이� 확대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달라.”고�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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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벼�보급종�종자�신청하세요!

-�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전남� 2,523.7톤�신청�받아� -

l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20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10품종에� 대해� 시군별� 공고량을� 예시하고� 12월�

20일까지�신청해�줄�것을�당부했다.�

l 이번에� 공급될� 벼� 보급종� 종자는� 10품종� 2,523.7톤이며,� 메벼� 8품종�

2,189.9톤,� 찰벼� 2품종� 333.8톤으로� 농업인� 품종� 수요를� 고려하여�

시군별로�공급�한다.� �

l 포장은� 20㎏� 단위로� 공급되며,� 1㏊당� 종자� 소요량은� 50㎏를� 기준으로�

농가에서� 소요량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종자는�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

l 2020년에� 보급종� 벼� 종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에�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급� 물량이� 신청� 순위에� 따라� 배정되므로�

서둘러�신청해야�한다.� �

l 벼�보급종은�생산부터�농가에�공급될�때까지�발아율,� 수분함량�등�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량종자만� 공급하고� 있어� 농가에서� 자가채종한�

종자보다� 품종� 고유특성을� 잘� 나타나고� 생육이� 좋아� 6%정도� 수량� 증수�

효과가�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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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팥�효능으로�혈당�조절에�도움이�되는�팥�개발�

-� 'YV1-138',�항혈당�활성� 10배�이상�뛰어나…�동물임상�확인�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부산대학교와� 함께� 동물실험� 한� 결과,� 토종�

야생팥의�항혈당�효능을�도입해�개발한�팥�‘YV1-138’이�식후�혈당�조절에�

효과가�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

l 토종�야생팥을�밭에서�재배할�수�있도록�개량해�식물특허를�출원(2018)한�

‘YV1-138’은�일반�팥에�비해�항혈당�활성도�10배�이상�뛰어나다.�야생팥의�

단점인� 종자� 크기가� 작고� 덩굴뻗음(포복성),� 종자� 탈립�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직립형�품종인� ‘경원’�팥과�인공�교배해�개발했다.

l 먼저,� 팥� ‘YV1-138’을� 이용한� 동물식이� 모델의� 혈당� 개선� 효과를�

부산대학교와�함께�실험을�통해�확인했다.

l 실험은�8주령�수컷�실험쥐�36마리를�6주�동안�고지방�식이�후�STZ�처리해�

고혈당을�유발했으며,�이후� 6주�동안�삶은�팥� ‘YV1-138’을� 20%�함유한�

사료를�매일�마리당�2g을�먹였고,�대조구는�옥수수�전분을�함유한�사료를�

먹였다.

l 이�동물모델에�팥을�먹였더니�당뇨에�걸린�대조구에�비해�혈당은� 24.3%�

낮아졌으며,�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슐린�감수성도�개선됐다.

l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팥� 소비� 확대를� 위해� 팥차와� 흰앙금,� 싹나물� 등�

가공하기�쉬운�팥�품종을�개발하고�보급함은�물론,� 산업화를�위한�연구도�

추진�중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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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항균�효과�뛰어난�생고기용�패치�개발

-�하이드로겔�항균�패치�붙였더니…� �식중독균�99%�줄어� -

l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생고기에� 인위적으로� 도포한� 식중독균을�

획기적으로� 줄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균� 효과가� 뛰어난� 패치를�

숙명여자대학교와�공동으로�개발했다고�밝혔다.

l 항균� 패치는� 파스처럼� 간편하게� 붙이는� 하이드로겔� 형태로�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을� 99%까지� 줄일�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 횟수가� 매우� 낮으며� 고기에서�

불검출로�관리하고�있다.� 검출될�경우�시중에�유통될�수�없지만�위해도가�

높아�효과적인�제어�기술이�필요했다.

l 안정적인� 하이드로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폴리머를� 탐색했다.� 겔�

형성� 강도와�탄성,� 점착성이� 뛰어난� 알지네이트와�카라기난을�주성분으로�

조성물을�만들었다.

l 이후� 항균� 효과가� 좋은� 물질을� 하이드로겔에� 더해� 유기산(젖산� 등� 4종),�

자몽·감귤�추출물을�첨가한�여러�종류의�패치에서�효과를�검증했다.

l 식중독균을�소고기에�바른�다음�항균�패치를�붙여�15℃에�보관한�결과,�모든�

패치에서� 20분�만에�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가� 99%�이상�줄었다.

l 항균�하이드로겔�패치는�세포�생존력과�유전�독성학적�평가�등�안전성�검사�

결과�이상이�없었다

l 해당� 기술은� 국제특허(PCT)� 출원을� 마쳤으며,�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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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씨뿌림(파종)할�벼�정부보급종�종자�신청하세요!

l 국립종자원(원장�최병국)은� 2020년에�씨뿌림(파종)할�벼�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에� 대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또는�읍․면․동�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통해�신청을�받는다.

l 이번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 종자는� 24품종� 20,130톤이며,� 메벼� 21품종�

18,878톤,� 찰벼� 3품종� 1,252톤으로� 도별� 농업인� 품종�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할�계획이다.�

l 신청단위는� 20kg(1포)이며,� 신청한�종자는�벼농사에�차질이�없도록�신청�

시�선택한�지역농협을�통해�내년�1월�10일부터�3월�31일까지�신청농가에�

공급될�예정이다.

l 특히,�벼�이외의�감자,�옥수수�보급종�신청기간이�조금씩�달라,�이에�대한�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어� 감자,� 옥수수� 보급종� 종자� 공급기관(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과� 협력하여� 벼,� 감자,�

옥수수�보급종�종자�신청기간을�일원화하였다.

l 벼�보급종은�생산부터�농가에�공급될�때까지�발아율,� 수분함량�등�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량종자만� 공급하고� 있어� 농가에서� 자가� 채종한�

종자보다�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고� 생육이� 좋아� 6%정도� 수량� 증수�

효과가�있다.�

l 신청·공급에�대한�문의�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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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쌀�관세화�검증�5년만에�마무리,�쌀�관세율�513%�확정

l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검증�협의�결과,� 상대국들과�검증�종료에�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의�WTO�쌀�관세율�513%가�확정될�예정이라고�밝혔다.

l 우리의�쌀�관세율에�대해�주요�쌀�수출국인�5개국(미국,�중국,�호주,�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12)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검증하는�절차를�진행해�왔다.�

l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총량(408,700톤),�쌀� TRQ의�국영무역방식�등�

기존�제도는�모두�그대로�유지될�예정이다.�

l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8,700톤� 중� 38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기준으로�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5개국에�국가별�쿼터를�

배분에�합의하였다.

� � -� 국가별� 쿼터� :�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

� � -�글로벌�쿼터� :� 20,000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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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중국수입박람회서� 270만�달러�MOU

-�한중�관계�개선�분위기�체감…농수산식품화장품�등�인기몰이� -

l 전라남도는� 지난� 10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농수산식품과�화장품�등�전남지역�수출�중소기업과�

함께�참가해�270만�달러�규모의�현장�MOU를�체결하는�등�결실을�맺었다.

l 이번�박람회에�전남에선�중소�수출기업�8개사가�참가했다.�이들은�수출상담�

225건,�상담실적�640만�달러,�MOU�체결액�270만�달러의�성과를�거뒀다.�

특히� 주원염전의� 천일염,� 맛나푸드(주)의� 김스낵,� ㈜장수식품의�

유자도라지배즙,� ㈜제이엘비의� 천연화장품� 등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받았다.

l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G2’국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이어�시진핑�주석이�직접�박람회장을�방문했으며� 181개�국가와�

지역� 91만여�명이�박람회를�찾았다.

l 최근� 중국정부가� 한국� 관광객�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전남지역�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9월�

기준)보다� 48.3%�늘었다.

l 올해� 연말까지� 중화권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전시판매장� 3개소(중국� 2,�

대만�1)를�개설하고,�2020년부터는�저장성�상무청에서�운영하는�‘대외무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전남� 명품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전남�

제품을�홍보할�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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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신청하세요

-�전남도,�친환경�축산유통업�대상� 200억�원…12월� 19일까지�접수� -

l 전라남도는�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 원을� 연리� 1%� 저리� 융자� 지원키로� 하고� 12월�

19일까지�시군에서�사업�신청을�받는다고� 19일�밝혔다.

l 지원�대상은�친환경축산물�및�HACCP�인증�농가�등�친환경축산�실천�농가,�

친환경�축산물�가공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등이다.�신규�축산�농가의�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지원한다.

l 사업�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사업비는� 2020년�

1월께�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거쳐�확정하게�된다.

l 지원�한도는�시설자금은�농업인법인�20억�원,�축산물�유통·가공업�30억�원�

이내,� 운영자금은�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유통가공업� 3억� 원� 이내다.�

상환�조건은�시설자금은�2년�거치�6년�균분상환,�운영자금은�2년�거치�일시�

상환이다.

l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대상자부터�시설자금�융자�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상환에서� 2년�거치�

6년�상환으로�1년�연장하는�등�융자�지원을�아끼지�않을�계획”이라며�“사업�

희망자는�해당�시군에�기한까지�신청해달라”고�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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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사고,�농업인�안전보험으로�대비하세요

-�전남도,�가입�보험료의� 80%�지원…지난해보다�지원금�확대� -

l 전라남도가�고령화�등으로�농업인의�안전재해�위험이�늘고�있어�아직까지�

안전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에� ‘농업인안전보험’�가입을�서둘러줄�것을�

적극�홍보하고�있다.

l 20일�전라남도에�따르면�농업인안전보험은�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

농업인이�농작업�중�발생하는�농업인의�신체�상해�등을�보상해�안정적�농업�

경영활동을�보장하는�정책보험이다.

l 가입�자격은�만�15세부터�87세까지(일부�상품의�경우�84세)�농업경영체에�

등록된�농업인이다.�가까운�농협에서�가입할�수�있다.

l 특히� 지난해까지는�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만�

지원받을�수�있었지만,� 올해부터는�지방비�지원이�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는�김영록� 전라남도지사�공약사항으로�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l 보장�기간은�1년이다.�농작업�중�발생하는�사고�시�보장은�사고유형에�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 5천500만�원과�장례비�등이�지급된다.

l 또한�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경우�올해부터�자부담�20%�

전액을�국고에서�지원해�자부담�없이�가입할�수�있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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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친환경축산물�인증�전국�최고

-�안전한�축산물�생산으로�안정적�학교급식�공급�기대� -

l 전라남도는� 올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수가� 1천539호로� 전국�

6천229호의� 25%를� 차지해� 전국� 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밝혔다.

l 축종별로는�한육우�847호,�젖소�87호,�돼지�110호,�닭�224호,�오리�239호,�

흑염소� 25호,�메추리� 7호�등이다.

l 전라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해� 매년�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가당� 200만� 원� 이내에서� 인증� 비용을� 100%� 지원하고�

가축�출하�장려금을� 100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있다.

l 이와�함께�친환경축산물�인증�참여의식을�높이고�인증�추진�시�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해�읍면�순회�교육과�우수�농가�선진지�견학,�친환경�워크숍�등을�

실시했다.� 순회교육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주요� 정책� 방향,� 인증농가� 준수�

사항,�인증�취소�주요�사례,�인증�기준�및�사후관리�요령�등�인증을�받기�위해�

꼭�필요한�중점�사항�위주로�이뤄졌다.

l 전라남도는�친환경축산물�인증�참여�농가를�더욱�확대하기�위해�시군별�인증�

가능�농가의�체계적�관리,�컨설팅팀�운영,�인센티브�지원을�위한�제도�개선�

건의,�친환경축산물�학교급식�공급�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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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동절기�구제역�백신접종�관리�강화

-�연말까지�항체�형성수준검사�실시해�미흡농가�엄격�조치� -

l 전라남도는�구제역�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를�맞아�연말까지�2개월�동안�

항체� 형성수준검사를� 실시해� 미흡� 농가를� 엄격� 조치하는� 등� 백신접종�

관리를�강화한다고� 21일�밝혔다.

l 이에�따라�100%�백신접종을�유도하기�위해�전국에서�유일하게�도비�21억�

원을�투입하는�등�총�116억�원을�확보,�전�농가에�백신�비용�100%를�보조�

지원한다.

l 백신접종을�소홀히�한�농가에�대해선�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추가�

백신접종� 명령,� 축사현대화사업백신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

배재,� 3회�이상�위반�시�농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사육�제한�등�조치를�

엄격히�적용한다.

l 위험�시기인�겨울철�백신�항체�양성률을�높이기�위해�지난�10월부터�실시한�

소와� 염소� 2만� 호� 67만�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과� 돼지� 미흡농가� 80농가�

24만�마리에�대한�보강접종을�오는� 25일까지�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

l 백신접종이�미흡한�농가를�사전에�확인하고�농가의�자발적�접종을�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212호(1천610마리)의� 농장검사와�

도축장검사(9천500마리)� 대상에� 대한� 항체� 형성수준을� 검사한다.� 19일�

현재�138호�1천257마리를�검사했다.�검사�결과�저조농가�3호에�과태료를�

부과토록�조치했다.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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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남�시군�농정�동향

순천시,�플럼코트�재배농가�평가�및�사례공유

-�순천시,� ‘플럼코트’�전국�생산량� 1위,�농업�경쟁력�키워� -

l 순천시는� 과잉� 생산되고� 있는� 매실의� 대체� 과수로� ‘플럼코트’를� 신소득�

유망과수로� 선정하고� 201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낙안,� 월등,�

황전에서� 143농가,� 43ha가�재배되고�있다.�

l 순천시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럼코트는� 생산량� 전국� 1위로� 전국생산의�

30%를�차지하고�있다.�

l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플럼코트를� 생산하기� 위해� 전체�

생산면적의� 67%에� 해당하는� 29ha에� Y자형덕과� 우산형지주,�

관․배수시설등�생산기반을�조성했다.�이와�함께�생산�교육,�연구회,�토론회�
활동과� APC� 공동선별,�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병행하고�있다.�

l 지난� 10월� 30일� 플럼코트� 시범농가들이� 참여한� ‘2019� 신소득� 유망과수�

플럼코트� 육성사업� 종합평가회’에서는� 가공상품으로� 개발된� 잼과� 리플잼,�

말랭이,� 쥬스� 등� 4종에� 관한� 상품성� 소개와� 함께� 사업추진상황� 및�

농가우수사례� 발표,� 플럼코트� 유통시� 유의사항� 교육,� 개선방안� 토론� 등�

생산과�유통에�관련된�다양한�정보들을�공유하기도�했다.�

*출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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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산�공공비축미�포대벼�매입�실시� �

-�내달�3일까지,�40kg기준,�총�222,729포대�수매�-

l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4일� 다시면� 월태창고(다시농협)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건조벼)를�매입한다.

l 시에�따르면,�올해�공공비축미�매입품종은�신동진,� 영호진미� 2품종이고,�

총� 매입물량은� 40kg� 포대벼� 기준,� 222,729포대(산물벼� 54,450포,�

친환경벼� 2,000포,� 건조벼� 166,279포)다.

l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결정된다.

l 시는� 작년에� 이어� 공공미축미� 매입품종� 외� 벼�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품종검정제도를�시행하고�있다.

l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됨으로�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 앞서� 시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재해�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면서� 농가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l 한편,� 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의� 출하� 편의� 제공과� 40kg에�

달하는� 포대벼� 운반상� 어려움� 해소와� 톤백벼� 매입� 확대� 등을� 위해�

농가에� 톤백저울� 210대,� 양곡보관창고� 31동에� 창고문� 개보수� 지원�

등� 톤백� 포대벼� 매입� 편의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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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기후변화대응�작물�발굴�벤치마킹�실시�

-� (사)농촌지도자회�나주시연합회,�14~15일�충북�충주시,�보은군�현장�학습�추진�-

l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4일과� 15일� 이틀� 간� (사)농촌지도자회�

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충북� 충주시와�

보은군에서� 기후변화� 대응작물�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고�밝혔다.

l 최근�심각해지고�있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작물�재배기술�벤치마킹�및�

벼�대체�작물�발굴을�위해�마련된�이날�현장학습은�충주시�유기농�채소�농가,�

농업기술센터,� 보은군대추연구소(충북농업기술원),� 김제시� 죽산콩영농조합�

견학�등으로�진행됐다.

l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은� 첫� 일정으로� 충주� 유기농� 채소� 농가(류근모와� 열�

명의� 농부)를� 방문,� 쌈� 채소로�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25년� 경력의�

농가주로로부터�영농�노하우와�마인드에�대해�교육�받았다.

l 둘째� 날에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시험장과� 과수과학관에서�

기후변화에�대응할�과수�작물�현황과�재배�기술을�살펴봤다.

l 이어,�충북�농업기술원이�위치한�보은군�대추연구를�둘러보고,�대추�신품종�

연구�과정�및�병충해�예방�요령�등에�대해�교육받았다.

l 최원섭�회장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신�소득�작물을�발굴하고,�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원이�

농촌지역을�이끄는�핵심리더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자가�학습과�발전에�

최선을�다해가겠다”고�말했다.

*출처�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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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봉산�와우딸기작목회�최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최우수상�수상

-�농촌진흥청�기술보급사업�종합평가회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수상� -

l 담양군� 봉산� 와우딸기작목회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부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수상하는�영예를�

안았다.

l 군은�지난�18일�한국농업연수원에서�열린�‘2019�농촌진흥청�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봉산면� 와우딸기작목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최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최우수상을�수상했다고�밝혔다.

l 1982년� 설립된� 봉산면� 와우딸기작목회(회장� 박희수)는� 현재� 71농가가�

참여하고�있는�작목회,�딸기�재배면적은�30ha,�담양군�재배면적의�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죽향,� 메리퀸,� 설향� 등을� 재배하며� 우리� 품중의� 확산에�

앞장서왔다.

l 박희수� 와우딸기작목회장은� “전국�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 최우수단지로�

선정된데� 와우딸기작목회� 선배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않고�더욱�열심을�다하여�전국�최고�딸기�재배단지�명성을�계속�

이어가겠다”고�밝혔다.

*출처�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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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명품농업대학�발효식품과

�한우�전문농업경영인� 60명� 배출

-� 20일�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도�곡성명품농업대학�졸업식�개최� -

l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이� 졸업생과� 내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농업기술센터에서�개최됐다.

l 졸업식에서는�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돌아보는� 추억� 영상� 감상과� 학사운영�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학사운영� 및�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업우수자와�

공로자�등� 10명을�시상했다.

l 곡성군은� 지역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9년째�

명품농업대학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2개� 과정� 졸업생� 6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총� 13개�과정을�운영해�524명의�졸업생을�배출했다.

l 올해� 곡성명품대학은� 발효식품과� 한우� 2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3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9개월� 간� 교육을� 진행했다.� 심도� 있는� 이론교육� 및�

실습과� 더불어� 선진농가를� 방문하는� 현장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에�

교육생들은�높은�만족도를�보였다.�특히�발효식품반의�경우�식초,�장류,�장아찌,�

와인,�전통주�등�다양한�발효식품을�직접�제조해보는�현장실습�위주로�진행되어�

큰�호응을�얻었다.

l 곡성명품농업대학� 학장� 유근기� 군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우리�군�농업발전에도�함께�힘써주었으면�한다.”라고�축하인사를�건넸다.�

*출처�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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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제값�받는�블루베리�생산�위해�조기재배�교육�실시

l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는� 블루베리� 재배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관에서� 블루베리� 조기�

재배기술�교육을�실시했다.�

l 교육은� 블루베리� 생장� 및� 개화� 생리,� 블루베리� 친환경재배관리,� 블루베리�

조기출하� 재배기술� 등의�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사로는� 충북�

농업�마이스터�대학�황인수�교수가�나섰다.

l 곡성군� 블루베리농업인� 연구회� 박광순� 회장은� “교육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조기�재배기술을�이론적으로�정립하게�되어�많은�도움이�되었다”고�

말했다.�

l 한편� 곡성군은� 6~7월� 블루베리� 집중� 출하�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응해�6월�이전�조기출하�면적�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다.�내년에도�1억�

이상의� 사업비를� 책정해� 블루베리� 조기재배면적�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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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농수특산물�수도권�소비자�인기�독차지

-�수도권(노원구)�직거래장터�운영,�홍보․판매행사�성황리�마쳐� -
l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노원구와� 연계하여�

열린� “고흥군�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소비자의� 높은� 인기에� 더불어�
성황리에�개최�되었다고�밝혔다.�

l 이번�직거래�장터는�고흥군과�자매결연을�맺은�노원구청의�적극적인�협조를�

얻어�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렸으며,� 고흥군은� 29개� 업체에서� 참여해�

유자,� 석류,� 마늘,� 수산물� 등� 130여개의� 품목을� 판매하여� 1억6,000만원의�

매출을�올리는�성과를�거양하였다.�

l 또한,� 고흥군� 대표� 특산물인� 유자� 출하� 시기와� 김장철을� 맞이하여� 고흥�

농수산물� 시식‧시음,� 유자청� 담그기,� 김치� 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장어탕�
먹거리장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주말을� 맞아�

공원을�찾은�가족단위�주민들에게�큰�즐거움을�선사하였다.�

l 아울러,�고흥군�귀촌지원�팀에서는�장터를�찾는�도시민을�상대로�귀농어․귀촌�
관련시책,� 귀농귀촌� 행복학교� 등을� 홍보하는� 부스도� 함께� 운영하여�

귀농귀촌에�관심이�많은�도시민들에게�상담�서비스도�진행�했다.�

l 한편,� 이번� 직거래� 장터에� 참가한� 고흥군� 직거래� 장터� 협의회에서는�사랑의�

성금품� 전달식도� 함께� 가졌는데,�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업체� 및� 농가들이�

장터개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현장에서� 현금� 100만원과� 유자차,� 석류즙,�

미역,� 김�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물품은�

노원푸드뱅크�마켓을�통해�어렵고�소외된�이웃에게�전달될�예정이다.�

*출처� :�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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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정�율어면�자매도시�서울시�성북동에서�

농․특산물�판매행사�열어

l 보성군� 율어면은� 지난� 20일� 서울� 한성대� 분수마루� 광장에서� 자매도시�

농·특산물�판매�행사를�가졌다.

l 이날�행사에는�2017년�9월�22일�서울특별시�성북구�성복동과�자매결연을�

맺은� 율어면이� 두� 지역의� 우의를� 다지고� 청정지역� 율어면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마련� 됐다.� 보성농민들이� 정성들여� 재배한� 밤,� 녹차� 고춧가루,�

도라지� 조청� 등� 품질� 좋은�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서울시민들의�큰�호응을�받아�성황리에�마무리�됐다.�

l 특히,� 이번� 특판행사는� 율어출신� 임태근� 성북구� 의회의장을� 비롯한�

성북구․보성군� 직원들과� 율어면민회(면민회장� 이은만)를� 참여로� 자매도시�
주민들과�어울림의�계기가�됐다.�

l 율어면� 임영철� 면장은� “함께해� 주신� 성북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추운�날씨에도�행복�충전의�계기가�되었다”고�웃음꽃을�피웠다.

l 성북동� 안귀성� 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보성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해�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말했다.

l 율어면�임영철�면장은� “도·농�상생�발전을�도모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상호방문� 등� 공동�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노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출처� :�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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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세계차박람회’� 20일�개막

l 20일�‘2019년�제7회�보성�세계차박람회’가�서울�코엑스에서�화려하게�개막했다.�

l 이날� 개막식에서�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계단식�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전결의와�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 로고� 사용�

선포식을�진행했다.

l 이번� 보성� 세계차� 박람회는�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 국제� 식품� 산업전’과�

함께� 개최돼� 국내외� 식품산업� 시장에� 보성차의� 비전을� 선보이고,�

식음료분야�발전에서�다양한�시너지를�낼�것으로�기대되고�있다.�

l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보성� 세계차� 박람회’는� 23일(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며�천육백�년을�이어온�보성차의�깊은�역사에�현대적인�감성을�더한�

보성만의�특별한�차문화를�선보였다.

l 보성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세계차품평� 대회,� 티블렌딩� 대회,�

보성티마스터챔피언십�등�경연대회와�다양한�전시,�문화체험,�공연을�마련했다.�

l 또한,�‘보성차�홍보관’에서는�올해�한국명차�선정대회에서�수상한�명품�보성차를�

시음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며,�보성차가�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등재�될�수�

있도록�범국민적인�여론�형성을�위한�홍보�활동에도�적극�나설�방침이다.�

l 21일�열리는�세계차�품평대회에는� 7개국� 10명의�세계적인�차�전문가들이�

대거�참여하여�세계차에�대한�올바른�정보�제공과�국내외�차의�교류를�통해�

우수한� 품질의� 차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세계적인�

명차를�선정했다.

*출처� :�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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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축사�냄새저감�프로젝트’농진청�최우수상�

l 해남군이� 축사� 냄새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가�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신기술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수상했다.

l 해남군의�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2개년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사육환경을� 개선해�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고,� 농업인의� 보건환경�

개선,�동물복지�실현의� 1석� 3조의�효과를�거두고�있다.�

l 군은� 지난해� 관내� 5개소� 돈사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축� 음수와�

악취제거를�위한�OH라디칼(수산기)을�도입하고�안개분무�시설을�설치했다.�

l 인체에� 무해한� 산소음이온계� 천연물질인� OH라디칼은� 강력한� 살균력과�

탈취력으로�건강한�물을�제공하고,�병원균을�박멸과�악취를�제거해�쾌적한�

환경을�만들어�준다.

l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태성환경연구소� 전문� 악취� 측정기관과� 연계해�

개선사항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52ppb에서� 24ppb로� 53%�

저감됐으며,� 메탄가스는� 4%에서� 1%로,� 내독소는� 137%에서� 65%로�

저감되는�효과를�나타냈다.�

l 올해는�사업� 2년차로서�악취�저감을�위한�돈사�환경�개선�공사�및�퇴비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개선공사와� 전남기술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을� 투입함으로써� 외부로� 나오는�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했다.�

*출처� :�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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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우수�농축특산품�직거래장터�운영� ‘수익�쏠쏠’

l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서울� 조계사� 등� 수도권� 지역에� 지역�

농축특산품�직거래�장터를�열고�본격적인�판로�확대에�나섰다.�

l 18일�함평군에�따르면�이번�직거래�장터는�지역�우수�농축특산품�홍보�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간� 서울� 조계사와�

송파구청에서�열렸다.�

l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군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햅쌀과� 생대추,� 벌꿀과�

도라지�분말�등을�시중보다�10~20%�저렴한�가격으로�판매해�총�5천만�원의�

매출을�올렸다.�

l 특히�올해� 처음�열린�송파구청�직거래장터에서는�본격적인�김장철을�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김장� 재료들을� 다양하게� 판매하면서� 이틀� 만에�

2천만�원의�매출을�올리기도�했다.�

l 군�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신규판로를� 개척하면서� 지역의�

많은� 농가가� 큰� 관심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말했다.

*출처� :�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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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사업�신청�접수

l 영광군(군수�김준성)은�토양�비옥도�증진�및�토양환경�보전을�통해�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12월� 4일까지� 2020년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사업�신청을�접수한다.
l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혼합, 유박, 유기질)1,700원/20kg,�

부숙유기질은�등급에�따라� 1,400� ~1,700원/20kg으로�정액�지원된다.�

l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적정� 시기에� 공급을� 받아� 살포해야�

하며�10월�말까지�공급받지�않는�경우�포기물량으로�간주되어�다른�농가에�

재배정되게�된다.

l 또한,�선정된�농가가�배정된�유기질비료�일부�또는�전부의�수령을�포기하고�

싶은�경우,�농지소재지�농협에�포기서를�제출해야�하며�포기�의사를�밝히지�

않고�포기하는�경우�다음�해�사업�지원�시�페널티가�부과된다.

l 토양개량제�신청은�농지소재지�읍면에�본인이�신청하거나�마을�이장을�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번� 해� 공급대상지인� 영광읍,� 백수읍,� 군남면은�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l 아울러,� 3년� 1주기로� 살포하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일괄� 신청� 받았으나�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농업경영체�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도�변경�및�추가신청이�가능하다.

*출처� :�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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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가공용�쌀�재배� “결실�맺었다”

-�전국�최대�규모�한아름찰벼�생산단지�조성,�전량�계약�생산� -

-�생산부터�수확까지�맞춤형�지원�펼쳐� -

l 장성군은� 가공용� 쌀� 전문� 생산단지에서� 수확한� 벼� 전량을� ㈜CJ브리딩에�

공급했다고�밝혔다.

l 올해� 군은�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햇반’�

원료곡인� 한아름찰벼� 전문� 생산단지를� 전국� 최대� 규모(120ha)로�

조성했으며�한아름찰작목반� 55농가가�여기에�참여했다.

l 이어서�한아름찰벼�품종에�대한�전용�실시권(일정기간�동안�독점�사용할�수�

있는�권리)을�보유하고�있는�㈜CJ브리딩과�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수매·공급계약을�체결해�안정적인�생산기반을�구축했다.�

l 한아름찰벼는� 통일형� 계통으로� 일반� 벼에� 비해� 수량이� 30� ~� 40%� 이상�

많고�찰기와�선명한�흰색을�지니고�있어�‘햇반’뿐만�아니라�떡,�한과�등에도�

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또�재배�안정성이�우수해�농가들의�선호도가�높다.

l 그간�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한아름찰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재배기술� 교육,� 중앙단위� 현장� 기술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부터� 수확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도하며� 고품질의�

가공용�쌀을�생산할�수�있도록�노력해왔다.�

l 한편,� 장성군은� 벼농사에� 필요한�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육묘상자처리제,�

공동방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경감시키고�있으며,�작년에�이어�올해에도�도내�단보�당�쌀�생산량�

1위를�차지했다.�

*출처�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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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일일동향� (’19.� 11.� 25.�시카고�선물거래소)

-�밀�선물가격,� 2020년�미국�밀�수확량�감소에�대한�우려로�상승� -

l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2%�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에�

2020년� 미국�밀� 수확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기술적� 매수세와�환

매수로�상승�마감했다.�

l 옥수수�선물가격이�전일�대비� 0.1%�상승했다.� 금요일� 12월�계약� CZ9가�

기술� 매수와� 미국� 공급품에� 대한� 수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에�따라�가까스로�상승했다.

l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에�

하락세를� 보였으며,� Sc1은� 거의� 2개월� 만에� 처음으로� 9달러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남미의�작물�날씨가�개선되고�미/중� 무역에�대한�불확실성으

로�인해�압력을�받았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해외곡물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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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식품�빅데이터(기상)�정보제공�홈페이지�소개� �

국립환경과학원
‘

l 농사에�필요한� 날씨정보는�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에서� 활용

할�수� 있습니다.

l 환경연구의� 환경데이터에서는� 대기질정보(미세먼지,� 오존)와� 수질환경�

등을�확인할�수� 있으며,

l 대기질정보�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예보를� 지도로,� 시도별� 대기오염도는�

관측지점별� 도시대기측정망의� 확정� 전� 실시간(시간평균)을� � 수치로�

확인할�수�있습니다.

l 대기질정보� 오존은� 오존예보를� 지도로,� 시도별� 대기오염도는�관측지점별�

도시대기측정망의�확정�전�실시간(시간평균)을��수치로�확인할�수�있습니다.

l 수질현황은�지역별로�검색기간�동안�그래프와�측정자료를�수치로�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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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날씨누리

l 농사에� 필요한� 날씨정보는�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l 기상청날씨누리에서는�특보·예보,�날씨영상,�바다날씨,�태풍,�황사,�지진·화

산,�관측자료,�기후자료,�생활과산업으로�분류되어�있으며,�

l 특보·예보에서는�특보·정보,� 육상정보,� 해상예보,� 북한예보,� 테마예보,� 공항

예보,�엘니뇨·라니냐,�예보평가를�확인할�수�있습니다.

l 날씨영상에서는�레이더,�위성,�낙뢰,�일기도를�확인할�수�있습니다.

l 바다날씨는� 현재 � 바다날씨,� 해상예보,� 해상수치예측일기도,� 해양기상방송,�

월별�해양기상도�등이�확인할�수�있습니다.

l 태풍은� 태풍정보(통보문,� 태풍상세정보,� 모델예측)와� 참고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l 황사는�황사/부유분진�관측값,�황사/부유분진�관측�그래프,�모델예측,�지상

일기도,�위성영상,�황사관측일수�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l 주간농업정보에서는�특보·예보�>�육상정보�>�중기예보(10일예보)�>�전라남·북도�>�

최저/최고기온의�자료와�기후자료�>�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를�수

집하여�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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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업기상정보서비스

l 농사에�필요한�날씨정보는�농업기상정보서비스(www.weather.rda.go.kr)에서�

제공하고�있다.

l 농업기상정보서비스에서는� 농업기상관측,� 농업기상분석,� 농업기상응용,�

농업기상응용지도,�기상상황�및�농사정보로�분류되어�있다.

l 농업기상관측에서�농업기상은�관측지점별�관측일시별로�기온, � �습도,�픙

향,� 평균풍속, � 일 순간최대풍속,� 강수량,� 일조시간,� 토양수분이�확인가능

하고�방재기상은�관측지점으로�기온, � 습도,� 풍향,� 풍속,� 시간강수량,� 일

강수량을�확인할�수�있다.

l 농업기상분석에서는�지점·지대·농작물�주산지별로�구분되어�연월일�기

간별로�기온,�강수량�등을�수치자료와�그래프자료로�확인할�수�있다.

l 농업기상응용에서는�지점별·지대별로�일교차,� 누적온도,� 누적강수량,� 생

장도일,� 온량지수,� 기후생산력지수(벼)를� 관측지점과�관측일시로�수치자

료와�그래프자료로�확인할�수�있다.

l 농업기상응용지도에서는�기상특보,�재해지도,�재배적지(토양,기후),�토양수분센터�

미래기후시나리오를�확인할�수�있다.

l 기상상황� 및� 농사정보에서는� 농업기상현황� 및� 전망,� 주간농사정보,�

농작물병해충정보를�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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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세상� �청탁금지법�위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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