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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 생산, 가공, 서비스를 융합한 

농업6차산업 육성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신규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 제도적 

지원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정상추진(50%)

주관부서 농업유통과 협업부서 농촌지도과

공약실명제
(주간부서) 과장 김재경(2501), 담당 김병수(2502), 담당자 박진우(2505)

(협업부서) 과장 최영덕(2550), 담당 오은경(2559), 담당자 장세정(2560)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농업 농촌의 유 무형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운영 및 확장, 시설 장비 개선, 농산물가공 실습 

교육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8 ~ 2022

  ❍ 소요예산 : 768백만원(도비 133, 시비 635)

                

  ❍ 주요내용

    ∙ 6차산업 경영체 지원사업

     -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및 활성화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소규모 판매장 설치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6차산업화 지원)

     - 청년농부 마을 참여형 6차산업추진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장 리모델링

     - 사업위치 : 농업기술센터 내(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

     - 규모 : 158㎡

     - 노후한 농산물 가공실을 시제품 생산 가능한 실습 교육장     

       으로 리모델링 하여 다양한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2018년
    ∙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 지원현황 : 2개소(영농조합법인 연두, 삼도봉오미자)

     - 지원내용 : 6차산업 시설 보완, 장비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사 업 비 : 98백만원(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 지원현황 : 2개소(영농조합법인 연두, 김천옛날솜씨마을)

     - 지원내용 :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보조

     - 지원단가 : 경영체(2백만원/월/1인 이내)

     - 사 업 비 : 24백만원(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2019년
    ∙ 6차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 5개소 ⇒ 6개소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컨설팅 용역 추진 : 사업비 18백만원(시비100%)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시설보완, 장비 및 기

자재 지원 등) 2개소

-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6차산업 인증경영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2개소 

2019
- 6차산업 인증경영체 확대(5개소⇒ 6개소)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컨설팅 용역 추진

2020

-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6차산업 인증경영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6차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6개소⇒7개소)
- 농산물가공창업교육장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2021

- 농촌융복합산업(6차)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지원, 
포장 디자인개발, 신규일자리 지원 등

-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과 연계한 사업추진
- 6차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7개소⇒8개소)
- 농산물 가공교육(기초·심화) 운영

2022

- 농촌융복합산업(6차)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지원, 
포장 디자인개발, 신규일자리 지원 등

- 청년 주도 마을영농 6차산업형 사업추진 
- 농산물 가공교육 및 창업교육 운영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768 567 88 18 210 138 113 201

국비

도비 133 81 26 3 26 26 52

시비 635 486 62 18 207 112 87 149

민자

기타



□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리모델링(안)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장 운영시 전문 인력 충원 필요

   ⇒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도입된 농산물 가공 장비의 표준화 및   

       매뉴얼화 작업, 전문지식인의 농업인 교육 도모 

□ 기대효과

  ❍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가공, 교육, 체험을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장을 통해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