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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7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농가의 고소득 창출

◈ 공약이행 확인지표: 현대화시설조성(원예밸리 5개소, 인삼버섯 92농가, 친환경에너지

절감 농업난방시설 50농가, 스마트팜선도 농가지원 100개소)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최첨단 원예밸리 단지 조성: 5개소, 50ha, 2,500백만원

   ‣ 고소득(인삼,버섯)작물 현대화시설 지원: 92농가, 300ha, 1,000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 50농가, 1,000백만원

   ‣ 스마트팜 선도농가 지원: 100개소, 500백만원

 ❍ 추진전략

   ‣ 작목반 조성을 통한 단지 조성 추구

   ‣ 겨울철 난방사업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 시설하우스 내 보수를 통한 선도농가 지원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보상, 설계, 공사, 군부대 협의

 ❍ (실적) 보상 진행,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6,232 1,232 5,000 948 982 986 1,020 1,064

국비 162 146 16 0 4 4 4 4

도비 336 0 336 76 67 63 66 64

군비 2,618 470 2,148 398 420 426 440 464

기타 3,116 616 2,500 474 491 493 510 532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개소, 농가수)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첨단 원예밸리
단지 조성수

계획① 5 1 1 1 1 1

실적② 3 1 1 1

달성률②÷① 60% 100% 100% 100%

인삼·버섯작물
현대화시설 
지원농가수

계획① 92 24 32 12 12 12

실적② 66 24 32 10

달성률②÷① 71% 100% 100% 83%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농가수

계획① 50 10 15 10 10 5

실적② 35 10 15 10

달성률②÷① 70% 100% 100% 100%

스마트팜 선도
지원농가수

계획① 100 35 35 10 10 10

실적② 80 35 35 10

달성률②÷① 80% 100% 10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 ~ 2020년 

   ‣ 원예밸리 단지: 3개소 조성

   ‣ 인삼·버섯 현대화 사업: 66농가

   ‣ 농업 난방시설 지원: 35농가

   ‣ 스마트팜 선도 농가 지원: 80개소

 ❍ 2022년

   ‣ 원예밸리 단지: 2개소 조성

   ‣ 인삼·버섯 현대화 사업: 26농가

   ‣ 농업 난방시설 지원: 15농가

   ‣ 스마트 팜 선도 농가 지원: 20개소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고령화 추세로 인한 농업 2세 육성 필요

 ❍ 코로나 및 ASF로 인하여 축제 취소등으로 비대면 판매 필요

 ❍ 외국인 근로자 부재로 인한 작물 재배 시기 일실로 인한 인력 필요

 ❍ 초기 투자 비용 고부담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 쌀 소비량 감소와 매년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2018년, 2019년 2년연속 논 

타작물 경기도 1위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