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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

를 위해공영주말농장 조

성 등 도시농업 인프라에 필요한

면적을지금보다 45배가량늘리기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 31일이같은내용의도시농

업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

농식품부에따르면도시농업인프라확충을위해공영

주말농장학교텃밭도시농업공원면적을지난해 668ha

에서 2024년 3000ha로 45배이상확대한다 또 4월 11일

을 도시농업의날로정했다

우선 정부 지원 공영주말농장의 경우 2015년 11개소

2017년 30개소 2020년 70개소등으로순차적으로늘

린다 또한 학교텃밭은 지난해 3500개소에서

2024년에는 1만개소로 3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전국유치

원과 초중고등학

교 50%가학교텃밭을갖게된다

도시농업공원은 2017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30

개소 2024년 50개소로 늘리고 민영주말농장 공동주택

주민 빌딩숲 직장인들이 참여 가능한 체험공간을 추가

적으로설치할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도시농업 참여자가 지난해 108

만명에서 480만명으로 4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농식품부관계자는공영주말농장을중심으로힐링콘

서트 야외연극등문화행사를개최하는등문화예술체

험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며 시민들

의농사체험의욕이고취되는 4월중흙이연상되는 11일

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 인식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라

고설명했다

도시농업이잘돌아가도록현장에서는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가 출

범한다

이에따라 중앙단위에서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지자체등관련기

관과 도시농업단체농업인단

체농협 등 민간조직이 참여하

는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돼 주요

계획수립 전국단위캠페인등을체계적으로추진할예

정이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는 지역추진본부 기초 시군구에는

지역협의체를구성해중앙에서수립한정책을현지실정

에맞게실천할방침이다

특히농식품부는도시농업을통해농업과농촌을지원

하는사업을발굴시행할계획이다

농식품부는이번방안을통해도시민의농사체험이

귀농귀촌의 선행학습으로 이어지고 주말농장공동

체가 농산물직거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kwangjucokr

도시야

농사짓자!

4월 11일 도시농업의날 지정

농식품부 도시농업활성화지원

공영주말농장등면적 45배 확대

정부지자체민간참여네트워크출범

농협이젊은축산인들을양성하기위해 1000억원을투

입해2020년까지5100호의축산농가를육성키로했다

이기수농협축산경제대표는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에서브리핑을갖고이같은내용의농협축산경제부문의

2015 중점사업추진전략을발표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4조원의 매출과

138억원의영업이익을올렸다 농협축산경제는사업자

립기반을 구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낼방침이다

이 대표는 최근 국내 축산업이 배타적 분위기와 각종

규제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들이

종사하기어려운환경이라고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55만호에이르던축산농가는지난해말

10만9000호로 5배 이상줄었고축산농가구성원중 65세

이상이 443%로고령화가심각한상황이다

이 대표는 ▲젊고 유능한 전문 축산인력의 신규 창업

지원▲휴폐업및고령화에따른유휴축사를신규축산

농가에분양임대하는축사은행사업▲소규모친환경축

산단지조성사업▲중소규모번식우위탁농가육성사업

▲축산 귀농후계농 종합상담센터운영 등을 추진할 것

이라고밝혔다

농협은축산물안전관리방안도추진할방침이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축산물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해축산사업장에대한상시점검체계를구축하고▲사업

장별(1457개소) 위생안전 ▲축산물 가공공장(58개소)

교차 점검 ▲축산물 사고예방 및 품질안전교육 정기적

실시등을추진키로했다

유통단계에서는 농협안심축산의 인스펙터 농협목우

촌의슈퍼바이저활동을강화하는한편소비자단체와연

계해 농축협축산물판매장 250여개소에 대한 한우인증

돼지이력제확인잔류항생제검사등을진행한다

판매단계에서는 연매출 10억원이상 축산물 판매장

627곳 가운데 280곳에 대한 HACCP 인증을 확대키로

했다특히가축질병에대비해상시대응체계를구축키로

했다 농협은이를위해자체무이자자금 1000억원을투

입해 전국 205개 시군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농

협공동방제단 450개소를운영하기로했다

축산농가에서생산한축산물잘팔아주기운동도전개

한다 음성축산물공판장에 325억원 축산물물류센터 건

립에 1100억원을 투자해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

의일관유통체계를구축하고소비지전속판매망확대와

부분육 경매사업을 확대해 축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어류양식 생산금액 분야에서 제주에 전국 1위를 내줬

던전남이 4년만에선두를탈환해 수산 1번지의명성을

되찾았다

통계청이최근발표한어류양식동향조사결과에따르

면 2014년 전남 지역 양식어류 생산금액은 2681억1800

만원으로 제주 2538억9100만원보다 142억2700만원이

더많아전국 1위를차지했다

전남은 지난 2010년까지 생산금액이 2953억7800만원

으로 제주보다 339억원이 더 많아 선두를 유지했으나

2011년부터 3년연속 2위자리로밀려났다 전남지역어

류양식 생산금액은 2010년 2953억7800만원에서 2011년

2460억7800만원 2012년 2182억9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가 2013년부터 2374억8800만원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반면제주는 2010년 2613억8800만원 2011년 2637

억2400만원 2012년 2753억8000만원 2013년 2771억

4300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2538억9100만원으로

232억5200만원(84%)이감소했다

어류별생산금액은전남이넙치류 조피볼락 돌돔 참

돔순이고 제주는넙치류 가자미류 돌돔순이다

전남 지역 어류양식 생산량은 201년 2만6022t에서

2011년 2만2161t으로감소했다가 2012년 2만2347t 2013

년 2만2935t 2014년 2만7368t으로증가했다

2014년 지역별생산량은제주가 2만7422t(329%)으로

가장많고이어전남 2만7368t 경남 2만1817t 충남 3295

t 경북 2657t순이다

하지만 전남 지역 양식어가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양식어가는 2013년 682가구에서 2014년

654가구로 28가구(41%)가 감소했다 2010년에 비하면

365%(376가구)가대폭줄어들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되찾은 수산 1번지

전남어류양식 4년만에 1위 탈환

생산금액 2681억원제주제쳐 농협 젊은 축산인양성에 1000억원 푼다

2020년까지 5100호사업추진전략발표

농협이젊은축산인들을양성하기위해 1000억원을투입해축산농가를육성키로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