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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활성화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 추진에 기여

◈ 공약이행 확인지표: 납품량 및 매출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곡 로컬푸드 직매장 

   - 위    치 :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전곡읍 평화로 557)

   - 농 가 수 : 로컬푸드 교육이수 약 220농가 

   - 매장면적 : 416.77m2(카페, 휴게실 포함)

   - 매 출 액 : 월평균 9천만원

   - 운영방식 : 전곡농협 위탁판매

 ❍ 추진전략

   ‣ 로컬푸드 연중 생산을 위한 납품 대상 농가 저온체계구축 사업·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및 포장재 8농가 지원

 ❍ (실적)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사업 8농가 지원 (포장재 지원은 신청농가 없음)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971 800 900 155 130 86 100 100 600

국비 640 640

도비 202 156 27 24 15 18 18 100

군비 648 160 373 64 54 36 42 42 250

기타 481 371 64 52 35 40 40 250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백만원)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계획① 4,520 800 900 920 950 950

실적② 2,674 839 905 930

달성률②÷① 60% 104% 101% 101%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로컬푸드 연중생산 지원사업』 시행 중

   ‣ 연중생산 지원체계 구축사업 :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86백만원 

(도비18%, 군비42%, 자부담 40%)

   ‣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 8백만원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납품 농가의 시설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농산물의 수확 시기가 상이하여 연중가동이 가능한 취급 품목 구성에 차질이 있음

 ❍ 연중생산 지원사업을 통하여 품목의 다양화 도모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