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기간 2022 ~ 2026 총사업비(백만원) 6,862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60%

주관부서 농정과장 권석진(6260) 유통마케팅팀장 박광호(6997) 담당자 권태준(6285)

 목적 및 필요성

  m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포장화,

     브랜드화 하여 대내외 홍보 및 농가의 포장재 구입에 대한 부담 경감

  m 예천장터 쇼핑몰에 대한 택배비 및 쿠폰 지원으로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m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서 예천군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판매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 ~ 2026 (연간)

  m (위    치) 12개 읍면 및 대도시 직판행사장

  m (사 업 비) 6,862백만원(군비)

  m (사업내용) 

    - 우수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예천장터(온ㆍ오프라인) 택배비 지원

    -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 우수고객 및 신규고객 쿠폰 지원

    - 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지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22년
하반기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862 149 1,123 1,300 1,380 1,430 1,480 -

군 비 6,862 149 1,123 1,300 1,380 1,430 1,480 -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 포장재 지원사업의 공정한 보조금 집행 및 

   추가 대상자  선정

2023년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농가 확대

○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 광고 확대 및 판매농가 지원

2024년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 쿠폰 지원 확대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 고객 확대

2025년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 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 장터 참가 업체 규모 확대

○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 광고 확대 및 판매농가 지원

2026년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 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 장터 판매 농ᆞ특산물 종류

   다양화 및 판매농가 지원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1년

2월

○ 예천장터 설맞이 특판행사 택배비 지원

   (11업체, 7,402천원)

○ 직거래 박람회 부스 및 비품임차료 지원

   (1개소, 5,500천원)

10월

○ 우수 농ᆞ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20농가, 87,492천원)

○ 직거래 박람회 부스 및 비품임차료 지원

   (2개소, 11,000천원)

○ 예천장터 추석맞이 특판행사 택배비 지원

   (11업체, 7,242천원)

11월

○ 우수 농ᆞ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19농가, 75,338천원)

○ 직거래 박람회 부스 및 비품임차료 지원

   (1개소, 5,500천원)

12월
○ 우수 농ᆞ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163농가, 543,332천원) 

2022년

2월
○ 예천장터 설맞이 특판행사 택배비 지원

   (11업체, 14,822천원)

4월
○ 직거래 박람회 참여 부스 및 비품임차료 지원

   (1개소, 5,500천원)

5월
○ 우수 농ᆞ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7농가, 18,450천원)

7월
○ 우수 농ᆞ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32농가, 104,580천원)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2년 8월 ○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2023년 1월~12월
○ 온라인 예천장터 쇼핑몰광고 확대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한 고객 유치  

2024년 1월~12월 ○ 직판행사 내실화 및 유통채널 확대

2025년 1월~12월 ○ 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 장터 참가 업체 규모 확대

2026년 1월~12월
○ 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 장터 판매 농ᆞ특산물 종류

   다양화 및 판매농가 지원



 문제점 및 대책

  m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및 각 지자체 쇼핑몰 간 경쟁 치열

    - 광고비 및 이벤트 비용 확대 편성 필요

 기대효과

  m 전국 각지에 예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어 예천군 홍보와 

예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 

  m 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 및 판로 확대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