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농산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재정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농업유통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김재경(2501), 담당 서경연(2526), 담당자 진병규(2515)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사업위치 : 김천시 관내

  ❍ 사업기간 : 2018. 9. ~ 2022. 12.

  ❍ 소요예산 : 13,438백만원(국비 1,389 / 도비 3,232 / 시비 8,817)

  ❍ 주요내용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농식품 국

내외판촉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2018년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185백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196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1,063백만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76백만원)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45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53개품목 / 1,137백만원) 

  ❍ 2019년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163백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213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935백만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248백만원)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25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53개품목 / 1,100백만원)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사업(1,520백만원)

-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45백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137백만원)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2019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사업(1,559백만원)

-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25백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100백만원)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2020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사업 확대 추진 

-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 확대

- 지역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2021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사업 확대 추진 

-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 확대

- 지역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2022

-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사업 확대 추진 

-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 확대

- 지역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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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38 12,096 2,702 2,684 2,684 2,684 1,342 1,342

국비 1,389 1,250 277 278 278 278 139 139

도비 3,232 2,906 620 653 653 653 326.5 326.5

시비 8,817 7,941 1,805 1,753 1,753 1,753 876.5 876.5

민자

기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m 10개 참여농협 통합마케팅 조직 출하실적이 상이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통합마케팅 조직 출하실적 우수 참여농협 사업비 우선배정 고려

  m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수출품목이 

포도, 새송이버섯으로 편중되어 있음.

    ⇒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해 수출실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m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가격에 생산비 및 안전성 등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m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 환경 

변화에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을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