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1천억 농업예산, 농업소득 3천억 달성Ⅵ - 2  

주관부서 농정과 팀장 이경수(6991) 담당자 박미현(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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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이 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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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임기 후 신규
여부

신규 계속

○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적재적소의 예산배분과 활용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위치 : 예천군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점진적 적용)

◦내    용 : 

    - 농업관련 예산의 점진적 확보로 농업예산 1,000억원달성

      ㆍ 주요예산 : 농업생산 유ㆍ무형 인프라 구축, 생산직불제, 농업생

력화 사업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농 지원, 유통

구조 개선 및 혁신 (2021년 1,139억원)

    - 농산물 유통혁신 및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소득구조 개선으로 

      농업소득 3,000억시대 달성 (2020년 추산 2,670억원)

□ 연차별 목표 

(단위 : 억원)

연도별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규모

(기능별 예산기준)
4,742 703 800 850 1,139 1,250

예산서 
기능별총괄표
(농림해양수산)

농업소득 목표

(농업소득구성 기준)
13,922 2,500 2,852 2,670 2,900 3,000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작성기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비고

2019년
∙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보수
∙ 농촌융복합사업 지원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 

2020~2022년

∙ 농업생산기반 SOC 확충
  (소규모 농업 생산 기반정비 확대)
∙ 농촌융복합사업 지원(농업법인 육성)
∙ 6차산업 성공 모델 개발 보급 
∙ 농업생력화 사업 확대 및 신기술 개발

□ 추진계획

◦[2019~2022] 09 ~ 11월 :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농업경영단체별 현장간담회(매년 예산 순기별 추진)

    - 한농연,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와의 상시 대화 추진

    - 품목별 특화 예산 편성을 위한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와의 현장  

  간담회 추진

◦[2019~2022] 11월 ~ 12월 : 예산 확보 및 편성(매년)

◦연차별 점진적 예산확보에 따른 농업소득 구조개선 및 증대 

◦품목별 특화예산 편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직거래, 예천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도모

□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

◦분야별 예산확보(국ㆍ도ㆍ군비)를 위한 부서별 적극적 협조 

◦농업생산기반 SOC 확충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서간 

  협업에 기반 한 적극적 사업추진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