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  신기술, 신품종 작물 보급 및 무병종자생산 기반 구축

사업기간 2022 ~ 2025 총사업비(백만원) 2,060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재정지원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주관부서
소득개발과장 손영옥(6482)  과수FT팀장 정일영(8171)  담당자 김태형(6451)

소득개발과장 손영옥(6482) 식량환경팀장 임명호(8141) 담당자 박정호(6461)

소득개발과장 손영옥(6482) 원예소득팀장 윤주태(8151) 담당자 박대호(6464)

 목적 및 필요성

  m 저비용, 고품질 생산ㆍ유통 모델 육성으로 사과산업 경쟁력 향상 

  m 기후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도입의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30년간 재배된 일품벼를 미소진미로 품종대체

  m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무병종자 생산으로

     종자산업 메카 육성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 ~ 2025.(4년간)

  m (위    치) 예천군 일원

  m (사 업 비) 2,060백만원(국비 550, 도비 79, 군비 1,101, 기타 330)

  m (사업내용) 

    - 미래형 예천사과 생산·유통 모델 육성(1,010백만원)

    - 일품벼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720백만원)

    - 채소류 무병종자 채종단지 조성(330백만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2,060 70 490 750 750 - -

국비 550 35 135 240 140 - -

도비 79 - 31 - 48 - -

군비 1,101 35 294 380 392 - -

기타 330 - 30 130 170 -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m 임기 내 목표

    - 미래형 예천사과 생산·유통 모델 육성 완료(2025년)

    - 일품벼 대체 예천군 벼 주력품종‘미소진미’ 보급(4,000ha 이상)  

    - 채소류 무병종자 채종단지 시설현대화 기반 조성(2ha)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추진목표
(미래형 

예천사과)

다축 과원 
조성(1.6ha)/ 

전환사업비 확보

면적확대
(4.1ha)

면적 확대(6.0ha)/
브랜드 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

-

추진목표
(미소진미 
특화단지)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200ha)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2,000ha)

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4,000ha)
-

추진목표
(무병종자 
채종단지)

사업추진
(1ha)

공모신청
사업추진

(1ha)
-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 미래형 예천사과 생산·유통 모델 육성

2022년 2월~12월 ○ 미래형 예천사과 다축과원 조성 : 0.8ha

 ◈ 일품벼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022년  2월~12월

○ 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공동 미소진미 현장실증시험 : 1ha

○ 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지역적응시험 : 0.7ha

○ 벼 병해충 예찰포,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 0.5ha

○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시범사업 선정 

  - 200백만원/년(2년 연속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 미래형 예천사과 생산·유통 모델 육성

2023년
6월 ○ 다축과원 조성(기반시설, 묘목 재식 등) : 1.6ha

10월 ○ 전환사업비 확보(800백만원)

2024년 6월 ○ 다축과원 면적 확대 : 1.6ha → 4.1ha 

2025년
6월 ○ 다축과원 면적 확대 : 4.1ha → 6.0ha

3~11월 ○ 브랜드 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

 ◈ 일품벼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023년

1월

○�밥쌀용�고품질�신품종�생산�및�확대�보급�시범사업�추진

○�최고품질�벼�생산·공급�거점단지�육성(1년차)� :� 200ha

○�벼�신품종(미소진미)� 재배기술�교육� :�약� 400명

○�노동력�절감�드문모심기�생산절감�기술보급(2개소)

5월 ○�일품벼�대체�최고품질�벼�비교·전시포�추진(예천,�유천,�풍양)

10월 ○�일품벼�대체�최고품질�벼(미소진미,�안평)�현장평가회�추진

2024년

1월

○�밥쌀용�고품질�신품종�생산�및�확대�보급�시범사업�추진�

○�최고품질�벼�생산·공급�거점단지�육성(2년차)� :� 2,000ha

○�미소진미�재배기술�및�병해충�방제�교육�

○�노동력�절감�드문모심기�생산절감�기술보급(5개소)

○�미소진미�자율교환�종자�채종포�운영(120ha/자체생산8ton)

5월 ○�일품벼�대체�최고품질�벼�비교·전시포�추진(감천,�용궁,�개포)

10월 ○�일품벼�대체�최고품질�벼(미소진미,�안평)�현장평가회�추진

12월 ○�예천군�정부수매�품종�선정협의회�개최� :� 일품벼�변경�

2025년 1월

○�예천쌀�브랜드�강화�및�쌀�판매�촉진을�위한�포장재,� 정선기,�

소포장�기계�등�지원�시범사업�추진�

○�정부보급종�채종포�품종변경� :� 미소진미�종자생산

 ◈ 채소류 무병종자 채종단지 조성

2023년 1월~12월

○ 선진 채종단지 견학

○ 무병종자 생산 재배 환경관리 교육

○ 무병종자 생산 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 : 1ha
  - 작목 : 무, 배추, 양파, 토마토, 오이 등

  - 시설 : 시설하우스, 예찰방제시스템, 단순형 ICT자동화 시스템 등

2024년
9월 

○ 채종단지 회원 대상 공모사업 취지 설명

○ 지역특화시범사업 공모 신청

10월 ○ 시군 서류심사 및 현장 발표 

2025년 1월~12월

○ 선진 채종단지 견학

○ 무병종자 생산 재배 환경관리 교육

○ 무병종자 생산 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 : 1ha
  - 작목 : 무, 배추, 양파, 토마토, 오이 등

  - 시설 : 시설하우스, 예찰방제시스템, 단순형 ICT자동화 시스템 등 



 문제점 및 대책

 <미래형 예천사과 생산․유통 모델 육성>

  m 전환사업비(400백만원) 미 확보로 국비(35백만원) 및 군비(105백만원) 사업 추진

    ⇒ 2023년 다축과원 조성 면적 감소(당초 계획 대비 0.9ha 감소)

       2024년 전환사업비 확보 추진

 <일품벼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m 미소진미 정부수매품종 미선정

    ⇒ 2023년 예천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소진미 전량수매 요청

  m 안정적인 종자 확보 및 보급 어려움

    ⇒ 2026년 이후 국립종자원 정부보급종 공급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미소진미 종자생산 계약추진

 <채소류 무병종자 채종단지 조성>

  m 채소류 채종단지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매년 수요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모 사업 신청

 기대효과

  m 저비용, 소비자 선호형 과일 생산ㆍ유통 모델을 제시하여 사과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m 신품종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및 유통지원으로 ‘예천-미소진미’ 

쌀 브랜드를 선점하여 고품질 예천쌀 명성증대

  m 시설현대화 및 무병종자 생산 확대로 친환경 종자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