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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정착 지원 : 8억, 80호

- 농가당 10백만원 보조

- 농기계, 하우스 설치 등 귀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플랜교육(40명), 농업혁신의 리더강소농교육 (200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 2억원, 2개소

 퇴비 전문 유통조직 구성지원 : 2억원, 김천축협 연계

 시설과수 재배환경 개선사업 : 2억원, 7ha(복숭아, 자두, 포도 등)

- 에너지 절감시설, 재해방지용 공기순환팬 지원

 샤인머스켓 무가온 촉성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 33억원, ’19~’20

- 첨단 광폭비가림 시설(폭 2.7m, 높이 3.0m), 방열공기순환팬,  

ICT장비 지원

 김천시 역량강화사업(농촌전문가 양성 등) : 2.4억

농업발전 선도01

01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

02  스마트팜 설치 농원

03  스마트팜

04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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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말까지)   

귀농     178명

귀촌 1,411명

1,589명

귀농귀촌 인구

2020년
(12월 말까지)   

귀농     200명

귀촌 1,600명

1,800명

귀농귀촌 인구

 첨단 스마트팜 및 실증연구단지 조성

 2019년(12월 말까지)

- 포도 샤인머스켓 스마트팜 단지 10ha조성

-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 5개소 1ha

- 채소·특용작물 분야 ICT 장비 보급 12ha

-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 시범 1개소

 2020년(12월 말까지)

- 포도 샤인머스켓 스마트팜 단지 8ha 조성

- 김천형 시설원예작물 ICT 장비 보급 5ha

 맞춤형 귀농지원사업 확대  

: 62세 → 65세, 전입 3년 → 전입 5년 이내로 개정
13% 
증가



김천자두포도축제

김천시 농특산물 수출촉진

포도 수출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건립 : 체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 : 4.5억원, ’20~’22

- 예비수출단지 → 도 수출단지 → 정부 수출단지 단계적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포도 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 : 28억원, 100ha, ’18~’20

 김천자두포도축제 ⇔ 농촌현장체험프로그램 연계, 농촌체험 

페스티벌 추진 10월 中

안정적 소득 유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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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현황

 수출품목 : 포도, 새송이, 양파

 대  상  국 : 홍콩, 미국 외 14개국 

 2019년 수출현황(10월말기준)

- 물량 : 2,710톤(2018년 1,644)

- 금액 : 7,602천$(2018년 7,352천$)

 수  출  량 ▲65% 증가

 수출금액 ▲4% 증가

 2020년 목표 수출량 및 수출금액

- 물량 : 3,000톤

- 금액 : 10,0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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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03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04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 77억원, ’19~’23

 광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402억원, ’19~’26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 45억원, ’19~’22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120억원, ’18~’23

 농업혁신의 리더 강소농 교육확대 : 100 → 200명, 0.36억원

 가축전염병 차단 거점소독시설 설치 : 10.5억원

- 위  치 : 구성 하강리 140번지 외 2필지 

(국도3호선 센터 진입로변)

- 세척시설(고압세척기, 차량발판소독기), 소독시설 등 

 개령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40억원, ’20~’23

 부항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40억원, ’20~’23

 구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39억원, ’19~’22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0억원, ’16~’20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8억원, ’17~’21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7억원, ’18~’21

 봉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5억원, ’17~’21, 699세대 1,523명

 어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1억원, ’19~’21, 724세대 1,571명

 구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0억원, ’20~’22, 699세대 1,121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 27.6억원, 8개 지구, 18㎞,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462억원, 1,724세대 3,651명

- 1차 공사 중(조마 신안, 어모도암,  

구성 하강), 2차 공사 중(감문 덕남)

- 실시설계 용역 진행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 실시설계 예정 

(농소 봉곡, 감문 구야, 감천 광기)

01  봉산면복지회관

02  문무저수지

03  가축전염병 거점소독

04  AI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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