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항 관리카드

관리분야 농림축수산업  관리번호 7-14

공 약 명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구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 ○ 6,720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18.~2022.
팀  장 장이진(☎1871) 
담당자 윤채희(☎1737)  
팀  장 이정호(☎9154) 
담당자 맹지현(☎9154) 
담당자 이희진(☎9136) 

○ ○ ○ ○

주관부서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농촌‧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로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발굴 및 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미)인증 경영체, 지역단위 6차산업 운영조직, 체험 및 

              교육농장(마을),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센터 및 관련단체, 마을 및 농가 등 

❍ 사업내용  

  - 우수경영체 발굴 홍보 및 사업지원 관리 강화

   ·교육‧모니터링‧컨설팅 등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및 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상품 판로 및 디자인 개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자문단 구성‧ 운영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제조가공 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

  - 분야별 전문 농업인 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 가공기술 개발 및 이전, 단계적 농식품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을 위한 품목별, 창업단계별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농업·농촌의 공적 서비스 영역 확대(도농교류활성화)

   ·특색있는 6차산업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으로 농업 신소득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 전문성 확보

   ·전담기구(민·관협력) 강화 : 홍성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인력지원

     → 농촌체험 등 6차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정보제공 역할

  - 농촌융복합산업연계 사회적 농업소득 프로그램 및 창출 모델 개발

  - 치유‧고용‧재활‧교육에 이르는 치유형 농업서비스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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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18 사업 마무리
‧ 교육운영

·농촌자원복합산
업화지원 2개소

·디자인지원 5개소
·haccp인증지원 

4개소

·치유,고용,재활,
교육 연계서비스 
모델구축 1개소

·도농교류활동 및 
품앗이 서비스 
제공 거점 1개소

·사회적농업 선도
농가 육성 및 
기반조성 3개소

·창의적 교육농업 
현장전문인력 육성  
20명

·농촌자원복합산
업화지원 3개소

·디자인지원 2개소 

·haccp인증지원 
4개소

·치유,고용,재활,

교육 연계서비스 
  모델구축 1개소
·도농교류활동 및 

  품앗이 서비스 
  제공 거점 1개소
·도농교류활동 및 

품앗이 서비스 
  제공 거점 :2개소
·사회적농업 선도

농가 육성 및 
  기반조성 3개소
·창의적 교육농업 

  현장전문인력 
  육성 20명

·농촌자원복합산
업화지원 2개소

·디자인지원 2개소
·녹색순환 사회적
  농업 지원시스템 

  운영 및 구축 
  1개소
·도농교류활동 및 

품앗이 서비스 제공 
거점 2개소

·사회적농업 선도

농가 육성 및 기반
조성 3개소

·창의적 교육농업 

현장전문인력 
  육성 20명

·농촌자원복합산
업화지원 2개소

·디자인지원 2개소

·도농교류활동 및 
  품앗이 서비스 
  제공 거점 2개소

·사회적농업 선도
  농가 육성 및 
  기반조성 3개소

·창의적 교육농업 
  현장전문인력 
  육성 20명

·지속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720 2,031 1,123 1,193 823 775 775 -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3,361 931 480 480 490 490 490 -

농식품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08 - 32 40 40 48 48 -

소규모  

HACCP인증 지원
140 - 28 56 56 - - -

농촌융복합 

전문자문단 운영
31 - 3 7 7 7 7 -

자원활용 

기술보급
360 150 30 30 50 50 50 -

농식품 소득화 500 250 50 50 50 50 50 -

어메니티 

지역관광 벨트화
1,120 500 100 130 130 130 130 -

(구)창조지역사업 1,000 200 400 400 - - - -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6,720 2,031 1,123 1,193 823 775 775

국   비 4,130 1,071 581 582 352 360 360

도   비 315 75 78 87 33 21 21

군   비 3,449 885 464 524 508 481 481

기   타

□ 그동안 추진실적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 1개소(2018년 이월)/총사업비 : 150백만원

  2)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2019년)

    - 1개소(2018년 이월)/총사업비 : 650백만원

  3)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2019년~2020년)

    - 3개소 선정/  사업비 : 1,421백만원

 ❍ 소규모 HACCP인증 지원

    - 2018년(2개소)/ 2019년(4개소)/ 2020년(4개소 추진 중)

 ❍ 군민 대상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 연간 100회 이상 

   - 2018년(6개과정 153회) /2019년(8개과정 100회)/ 2020년(6개과정 100회 예정) 

 ❍ 홍성 6차산업 알리기 및 홍보활동 추진

   - 홍성군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행사 참가: 서울식품박람회 등(3회)         

   - 충남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홍성산들푸드영농조합법인

 ❍ 6차산업 기술보급을 위한 매뉴얼 및 홍보책자 발간

   -‘한국농업의 현실과 사회적농업’외 8종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자문단 구성(2018.11월) : 관련 분야 전문가 13인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학 교육과정 이수

    - 업무담당자 : 1명(8시간) / 경영체 : 2개소(60시간)

 ❍ (구)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 추진(2017~2019년/3년간)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하드웨어) 사회적농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선도농가 기반조성: 15개소 



   - (소프트웨어)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품질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농촌다움 홍성투어’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29회 4,132명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반’외 3개 교육과정 실시 

    · 농촌에서 가능한 창업아이템 발굴 : 농촌 청년 창업팀 3개 구성 

▶ 2019년 추진실적 : 400백만원(3년차)

     ⦁사회적농업선도농가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 7개소

     ⦁교실밖녹색체험,홍성학교(대안학교 학생대상): 4회, 205명

     ⦁감성생명: 65회, 570명 / 감성힐링농업교육: 6회, 252명 

     ⦁돌봄농장 프로그램 운영: 7개소 56회, 560명 

     ⦁ 마을텃밭학교 프로그램 운영: 10회, 190명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기획회의: 8회, 90명

     ⦁2019년 귀농귀촌 체험학습박람회-사회적농업 홍보 등 : 31,914명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경영체 등 사업참여자 의무교육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및 경영체 컨설팅 강화

 ❍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기반 조성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산업을 융화하는 도농형 일자리 창출

 ❍ 경영체 자율적 판로확대를 통한 자립화 지원

□ 증빙자료 첨부 (보도자료, 공문, 현장 사진, 조감도 등)

감성생명 프로그램 운영 고3 수험생 대상 감성 힐링 농업교육



교실 밖 녹색체험, 홍성학교 프로그램

2019년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 참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돌봄농장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