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 남부지역 신소득 작목 개발 ·보급

추진구분 완료시기
(사업기간) 추진현황 총사업비 추진율 담당부서

계속 임기내
(2016년~2021년) 추진중

4,749.6백만원
(국 600 시 3,564.3 

자 603.3)
70%

기술지원과
원예작물팀
식량작물팀

담당자 과장:강석준(☎639-7465) 팀장:강희훈(☎7381) 주무관:정상학(☎7492)
1 사업개요  
[남부지역 소득원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16 ~ 2021년(6년)￮ 사 업 비 : 2,331.5백만원(시 1,632 자 699.5)￮ 사업대상 : 남부지역(이산, 평은, 문수, 장수)￮ 사업내용 : 간이버섯재배사 활용 생강저장시설 설치 시범 등 12개 사업
[신기술·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남부 작물실증시험장 조성]￮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 사 업 비 : 4,739백만원(국 1,600 시 3,139)￮ 사업면적 : 18,853㎡￮ 사업장소 : 장수면 화기리 520-2 외 8필지￮ 사업내용 
   ‧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추진 및 관련 시설 운영
   ‧ 미래 기후변화 대응 남부 신소득 작목 발굴 보급 
2 추진상황  
[남부지역 소득원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2016 ~ 2020년까지 추진 실적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업량

(개소수)

농가수

(호)
추진성과

계 보  조 자부담

계 1,724,978 1,207,355 517,623 101 220 ○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시설하우스, 노지 관수 시설 등

○ 생강 출하기 조절 가격 안정화

 - 생강 간이 저장시설

○ 새소득원 개발 및 새기술 접목

 - 구기자 시설재배, 지황 육묘 재배

 - 화훼 신작목(꽃작약) 발굴 

 - 잔대 시설재배 등

2016 463,800 324,530 139,270 40 40

2017 314,750 220,325 94,425 18 18

2018 279,714 195,800 83,914 12 127

2019 401,714 281,200 120,514 20 24

2020 265,000 185,500 79,500 11 11

￮ 2021년 사업비 : 285,714천원(시200,000 자85,714)
[신기술·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남부 작물실증시험장 조성]￮ 2018. 10. :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보고￮ 2019. 3. 12. ~ 8. 17. : 남부작물실증시험장 대상지 선정 용역￮ 2019. 7. : 국비확보를 위한 기재부 방문￮ 2019. 10. :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2019. 11. : 국가투자예산 확보(균특 6,000백만원)￮ 2020. 2. 11 : 부지매입 계획 결재￮ 2020. 2. ~ 8. : 부지매입 관련 업무 및 보상협의￮ 2020. 3. ~ 4. : 감정평가 용역 시행



￮ 2020. 9. 16. : 사업부지 변경(당초 사업 예정 부지 매입 불가)￮ 2020. 10. 23.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2020. 10. ~ 11. : 감정평가 용역 시행￮ 2020. 11. :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 2020. 12. 7. : 부지 보상금 지급 완료
3 문제점 및 대책

￮ 5년차 12개 사업 220농가에 추진되어 한정된 지역에 수요량 충족에 따른 신청량 감소
  → 2021년도 과수분야 추가 및 기존 우수사업 발굴 연계 추진
  → 시설하우스 작부체계 개선 시범 등 기존 시설 지원 수혜농가의 무인방제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 년도차 중복허용
4 향후 추진계획  

￮ 남부지역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조성을 위한 공사 추진
5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예산 확보 현황 비고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6,749.6 1,600 4,546.3 603.3 6,749.6 1,600 4,546.3 603.3

기투자 1,509.9 1,071.8 438.1 1,509.9 1,071.8 438.1

2020 1,754 1,674.5 79.5 2,954 600 2,274.5 79.5

2021이후 3,485.7 1,600 1,800 85.7 2,285.7 1,000 1,200 85.7

6 사업추진 사진

간이버섯재배사 활용 생강저장시설 설치 시범 구기자 시설재배 기술 시범

시설하우스 작부체계 개선 시범 꽃작약 시설재배 기술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