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항 관리카드

관리분야 농림축수산업  관리번호 7-10

공 약 명 근교농업육성 및 지역특화상품(특수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 ○ ○ 15,762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18~2021 팀  장 이병민(☎1824)
담당자 김아정(☎1372)

○

주관부서 농수산과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도시근교농업육성으로 지역특화상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내재형 시설하우스 지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 후

추진계획

내재형 

시설하우스

95동(660㎡기준) 

지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95동(660㎡기준) 

지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85동(660㎡기준) 

지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85동(660㎡기준) 

지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85동(660㎡기준) 

지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85동(660㎡기준)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762 9,850 1,100 1,100 922 930 930 930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10,024 6,224   440   440 730 730 730 730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5,738 3,626   660   660 192 200 200 200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15,762 9,850 1,100 1,100 922 930 930 930

국   비 1,322.2 725.2 132 132 81 84 84 84

도   비 688.1 326.3 59.4 59.4 60 61 61 61

군   비 5,957.7 3,873.5 358.6 358.6 341 342 342 342

기   타 7,794 4,925 550 550 440 443 443 443

□ 그동안 추진실적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면적(㏊) 22.2 32.6 39.2 61.1 77.1 85.1 93 99.7 105.8 111.4

동수(660㎡) 337 494 594 926 1,168 1,290 1,410 1,510 1,603 1,688

□ 향후 추진계획

 ❍ 홍성군은 국비·도비·군자체 사업으로 2019년까지 111.4ha(660㎡기준, 1,688동)의 

규격하우스를 확보하였음

 ❍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설하우스 기반

마련 추진

□ 증빙자료 첨부 (보도자료, 공문, 현장 사진, 조감도 등)

내재형 시설하우스(외부) 내재형 시설하우스(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