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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곤충산업 고도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위치 : 예천군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사업내용 : 산업곤충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 곤충생태 체험·  

         관광 활성화, 식용곤충 특화단지 조성

□ 총사업비 : 14,1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총

사업비

예산투자 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년이후

계 14,127 1,360 3,080 1,629 4,092 3,966

국 비 6,020 130 890 1,300 1,540 2,160

도 비 2,239 489 50 850 850

군 비 4,681 741 2,190 50 1,250 450

기 타 1,187 229 452 506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비고

2018년
∙ 예천곤충유통사업단 운영

∙ 곤충생태원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

2019년

∙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확정

∙ 곤충생태원 전시·체험 콘텐츠 확충사업 실시

∙ 꿀벌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농가실증시험

2020년

∙ 곤충생태원 전시·체험 콘텐츠 확충사업 완료

∙ 곤충 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확정

∙ 양봉대학 및 산업곤충대학 운영

2021년

∙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

∙ 꿀벌 프로폴리스 다수확 품종 육성

∙ 호박벌 농가보급 확대 및 사용작물 다양화 연구 

∙ 식용곤충 농가육성 및 상품 판로 개척

2022년 ∙ 곤충 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

□ 추진현황 및 계획

◦2018.  8월 : 예천곤충유통사업단 운영(곤충상품 예굼종시 및 더고소애 개발)

◦2018. 10월 : 식용곤충 팜파티 및 곤충산업 심포지엄 개최

◦2018. 12월 : 곤충생태원 시설 현대화 사업(모노레일) 완료

◦2019.  1월 : 차세대 실감 콘텐츠 시설 조성 완료

◦2019.  3월 : 꿀벌 도서지역 교미육종장 3개소 운영(통영 일원)

◦2019.  4월 :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확정

◦2019.  5월 : 로열젤리 다수확 여왕벌 농가분양 및 실증시험(10개소, 100수) 

◦2019.  9월 : 예천군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월 :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19. 11월 :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실증시험 결과 분석 및 DB 구축

◦2020.  3월 : 곤충멀티체험관 터널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설치 완료

◦2020. 4월 : 곤충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모노레일 차량 증차      



      및 선로정비, 곤충테마놀이시설 정비공사 완료

◦2020.  5월 :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100수 농가실증시험 실시

◦2020.  6월 :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 선정

◦2020.  7월 : 신활력플러스사업 기획감사실 업무 이관

◦2020.  9월 : 곤충생태원에서 대한민국 곤충의 날 행사 개최

◦2021.  1월 : 국립농업과학원 꿀벌 품종 유전자 등록 갱신

◦2021.  6월 :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2021.  8월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 취소

◦2021.  9월 : 콘텐츠 실증을 위한 기초공사

◦2022.  2월 : 콘텐츠 하드웨어 설치 및 시연 테스트, 키네틱 미디어

아트 기초 공사 

◦2022.  5월 : 키네틱 미디어 아트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22. 12월 : 곤충 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

◦2022. 12월 : 국가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유치 추진(국비 30억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