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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인원(명) 횟수 내             용

계 559 32

2014 품목상설 교육 335 21
∘ 포도, 감자, 토마토, 친환경, 농업경 , 농기계 

    등

2015 품목상설 교육 224 11 ∘ 포도, GAP, 향토음식, 감, 토마토, 블루베리

과 정 별 인원(명) 횟수 내             용

계 2,142 21

201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937 6
∘ 기 간 : 1.9 ~ 1.24

 ∘ 3과정 : 식량작물, 감, 개두릅

201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205 15

 ∘ 기 간 : 1.13 ~ 1.29
 ∘ 7과정 : 채소, 식량작물, 과수, 농산물  
            가공, 농업경 마케팅, 친환경 
            농업, 축산미생물

 제1절 자원육성

1.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가. 농업인교육훈련

  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총10개 과정의 교육일정을 편성하여 총 2,142명(2014년 : 
937명, 2015년 : 1,205명)의 교육 희망 농가를 상으로 지역특화 작목 위주의 현장
중심 실용교육 및 주요 농정 시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농업인들에게 새해 농을 알차게 설계하고 농가소
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2)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지역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실정에 맞도록 교육기간을 설정하
여 품목조직 육성과 관련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운 하여 농업인의 자율적인 학습활동 
증진과 현안과제의 해결 토의, 실기실습, 사전조사표에 의한 선진 농장 비교견학(벤치마
킹)등 참여식 실증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성 품목 육성과 농가 소득증
에 기여하 으며 농업인의 의견을 최 한 반 하여 농업인이 주도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
성하 다.

  3) 농업평생학습대학 교육

    강릉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경 인으로 
양성하고 농업현장의 애로 기술해결은 물론 전문 농업분야에 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에게 이론 강의와 실습, 



제2부  부문별 시정주요성과

558

과 정 별 인원(명) 횟수 내             용

계 190/251 191

2014 농업평생학습대학
95명 수료
/120 입학

91회

 ∘ 입학식 : 3. 14  ※4개과정 120명
    (친환경30, 농촌관광30, 농식품30, 귀농귀촌30)
 ∘ 졸업식 : 12. 5  ※4개과정 95명
    (친환경19, 농촌관광28, 농식품23, 귀농귀촌25)

2015 농업평생학습대학
95명 수료
/131 입학

100회

 ∘ 입학식 : 3. 13  ※4개과정 131명
   ( 농기초41, 농촌관광30, 농산물가공30,한우30)
 ∘ 졸업식 : 12. 4  ※4개과정 95명
   ( 농기초30, 농촌관광21, 농산물가공23,한우21)

과 정 별 인원(명) 내             용

계 844

2014 정보화교육 394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통한 지역리더 정보화  
   농업인 육성
 ∘농업경  소프트웨어 활용기술 향상을 통한 경 체    
   역량강화
 ∘소비자 수요 맞춤형 IT 정보기술 활용 능력 배양

2015 정보화교육 450

토론, 견학 등 농가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은 3월에서 12월 사이에 년 
100~120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심화단계의 교육으로 강사는 민간, 농업행정, 기업
인, 선도농업인으로 구성, 강릉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농업인정보화교육

    지식정보화 시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부응 현장중심의 실용화 기술확산을 통한 농
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신성장 작목 활력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다양
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배양으로 폭넓은 농업정보를 활용 과학 농 실천 및 빠르게 변
화하는 모바일 소셜마케팅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가의 농업정보 활용 및 마케팅 
기반을 확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하 다.

나. 농업인 조직운영

  1) 4-H회 육성

    4-H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8개 학교 4-H회와 농4-H회 2개회 305명
으로 조직 운 하 으며 2015년도에는 7개 학교 4-H회와 농  4-H회로 2개회 294명
로 구성되어 교과활동과 연계된 교육활동 및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과제활동을 확

 보급하여  4-H 회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함으로 4-H회 이념인지·덕·노·체의 생활화와 민주시민 의식 및 협동심 함
양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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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4개회 367명

농심함양 과제활동 7개교 276명 3월~4월
∘ 꽃 모종 배부

 ∘ 강릉명륜고 외 6개교

청년4-H시업 농지원 14 3월~5월  ∘ 농자재 배분

농업인의날 행사 체험 44 11월  ∘ 청년4-H회 농산물 판매

학생4-H회 도농교류 체험 33 6월~8월
∘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마을 탐방

    가) 2014년 주요사업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2개회 305명

농심함양 과제활동 7개교 290 3월~4월
∘ 꽃 모종 배부

 ∘ 강릉명륜고 외 7개교

청년4-H시범 농지원  15 3월~5월  ∘ 수도용 상토, 복비 지원

    나) 2015년 주요사업

  2) 농촌지도자 육성

    과학 농의 보급 및 실천, 농촌 청소년과 농업인 후계자의 지도육성,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 선도농업인 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

    가) 농촌지도자 강릉시연합회 육성인원                      

읍면동 계 주문진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사천 연곡 초당동 등

인원(명) 675 40 35 46 39 31 51 68 26 339

    나) 2014년 주요사업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9,123

활력화사업 추진 207  3월 ~ 11월
∘ 주문진외 5개회(6.5ha)

 ∘ 기금조성 : 19,494천원

농업인신문보급 596  1월 ~ 12월
∘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 월4회 (1인/년40,000원)

제21회 강원도농촌지도자 대회 80 11.18 ~ 19  ∘ 홍천군 종합체육관

제67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40 10. 1  ∘ 대전광역시 엑스포시민광장

제32회 강릉시농업인의날행사 8,200 11.7 ~ 8
∘ 추수감사 행사, 나눔, 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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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인원(명) 기  간 내         용

계 3,955

풍년기원제 82 3. 7
 ∘ 풍년기원제
 ∘ 안보등산로 제2활공장

활력화사업 추진 315 3월 ~ 11월
 ∘ 주문진 외 7개회(5.7ha)
 ∘ 기금조성 : 24,565천원

농업인신문보급 593 1월 ~ 12월
 ∘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 월4회 (1인/년40,000원)

제22회 강원도농촌지도자 대회 60 8.26 ~ 27  ∘ 정선군 체육관

농촌지도자 전문특성화 교육 25 11.26 ~ 27
 ∘ 국가공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장
    (안성시)

제33회 농업인의날 행사 2,850 11.6 ~ 7

∘ 추수감사 행사, 나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도농의 밤, 전통놀이 
 ∘ 남대천 단오문화회관

강릉“햇쌀가득”쌀
나눔 행사

30 12. 16
 ∘ 100포/ 10kg, 
   4개 사회복지단체 나눔

년도 합계
경종농업 분야 축산  분야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312 195 51 85 45 7 7 117 90 13 6 5 3

2013년까지 304 187 49 84 42 7 5 117 90 13 6 5 3

2014년 4 4 2 1 1

2015년 4 4 1 2 1

    다) 2015년 주요사업

  3) 후계농업인 육성

    후계농업경 인의 역할 증 를 통한 과학 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고 조직역량 강화와 활력화로 후계농업경 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의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주적 활동 기반 구축

    가) 분야별 육성인원

    나) 2014년 주요사업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434

제14회 농업경 인 
전국대회

107 8.19 ~ 8.21  ∘ 제주특별자치도

생산화사업 추진 27  3월 ~ 11월
∘ 구정면 외 1개회(1.6ha)

 ∘ 8,893천원 기금조성

한국농어민신문보급 300  1월 ~ 12월
∘ 신문구독료 지원

   ※월8회(1인/년8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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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계 주문진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사천 연곡
동

연합

인원(명) 128 8 6 31 9 12 10 19 13 20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495

제13회 강원도 농업경 인대회 158 8. 19 ~ 21  ∘ 양양군 남대천 체육공원

활력화사업 추진 45  3월 ~ 11월
∘ 구정면외 2개회(1.9ha)

 ∘ 13,472천원 기금조성
농어민신문보급
(한국농어민신문)

292  1월 ~ 12월
∘ 신문구독료 지원

  ※월8회(1인/년84,000원)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1,221

생산화사업 추진 27 3월 ~ 11월
∘ 시연합회(0.33ha)

 ∘ 2,300천원 기금조성

햇쌀가득 단오떡나눔행사 27 6. 2  ∘ 강릉남대천 단오장터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83 1월 ~ 12월
∘ 신문구독료 지원

   ※월4회(1인/년25,000원)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57 8.27 ~ 8.28
∘ 강릉시 경포일원

 ∘ 환 리셉션 및 개회식,전시행사, 
    축제의 밤  

제7회 김장나눔 행사 43 11. 14  ∘ 3개 사회복지단체 나눔 

항    목 인 원(명) 기  간 내         용

계 284

활력화사업 추진 60  3월 ~ 11월
∘ 구정면 외 3개회(1.1ha)

 ∘ 11,242천원 기금조성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83  1월 ~ 12월
∘ 신문구독료 지원

   ※월4회(1인/년25,000원)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0 9. 3 ~ 4  ∘ 평창군 용평리조트

제8회 김장나눔 행사 41 11. 13  ∘ 3개 사회복지단체 나눔   

    다) 2015년 주요사업 

  4)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증 를 통한 과학 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
체로 양성하고 여성농업회인의 경쟁력 제고로 농촌여성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주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 음.

    가)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 육성인원                      

     나) 2014년 주요사업

      다) 2015년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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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강화

가.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길 조성

  1) 추진배경

    농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을 조성하여 방문객 확 를 통한 마을 소득향
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마을 간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의 
마을길을 개발하고 마을에서 운 ·관리할 수 있는 마을길을 조성

  2) 추진실적 

    ❍ 사업규모 : `14년 (3시간 6km), `15년 (3시간 9km )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사업내용
    가) 걷는길 조성현황

마을명 연차별 컨설팅업체
걷는길 조성 실적

길이름 코스 길이 및 소요시간

안반데기마을
2014 (사)강릉

바우길
안반데기
운유길

1개 6km, 3시간

2015 1개 9km, 3시간

    나) 걷는길 노선 및 명칭
      ◦ 피득령 중심 좌, 우측 2개구간 15km 6시간 소요 : 안반데기 운유길
    다) 등산로, 임도 및 인근지역의 걷는길과 연계한 순환길로 확대개발
      ◦ 안반데기 운유길 ⇒ 바우길 제17구간 연계 순환길 확
      ◦ 향후 사후관리 등 (사)강릉바우길 협의 추진
  3) 평가분석

    걷기좋은 농촌마을길 조성으로 농촌마을 활성화 및 소득화에 기여하고 농업 ․ 농촌자
원 및 자연경관의 상품화로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소득을 전환하여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길조성으로 국민의 여가 문화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 음.

  4) 향후계획

    안반데기 마을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작지, 풍력발전기 
등 아름다운 농촌경관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사)강릉 바우길과 연계하여 다양한 
걷기 체험과 6차산업의 연계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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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마을 또는 농장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관련 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농촌체험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를 통한 역할 확 로 지역 내 다양한 농
업․농촌서비스 활동의 조직화, 6차산업화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2) 추진실적 

    ❍ 사 업 규 모 : 16마을 13농장
    ❍ 사 업 내 용
    가) 강릉농촌관광 협회조직 : 1개회 22명
      ◦ 내실있는 협회 운 을 위한 구조 조성
        - 마을분과 ⇒ 농촌체험휴양마을 협회로 이관
      ◦ 상 및 인원 : 마을 표, 사무장, 농장 등 22명
      ◦ 분과구성 : 3개 분과(체험농장, 숙박, 기획 및 마케팅)
      ◦ 활동내용
        - 마을 및 농장 협력구축 및 자립화 추진
        - 농촌관광 공동마케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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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55000강릉여행』상품화 
      ◦ 상품개발 모티브 : 모자화폐 50,000원권과 5,000원권 활용 여행상품  
      ◦ 상품유형
        - 기 간 : 1일 투어형, 1박2일 숙박형
        - 주 제 : 농촌체험형, 문화역사자원답사형, 맛기행(음식/재래시장 연계) 
                  커피를 찾아서, 축제참여형(해맞이, 마을축제, 단오제 등)
        -  상 : 개인, 가족, 단체
  《주제에 따른 상품 차별화》

주제  농촌체험
 문화역사자원

 답사형
 맛 기행

(강릉의 맛)
커피를 찾아서

내 용
 농촌문화,
 농사체험

 문화유적 여행
전통공예체험 

 전통, 향토음식
 사찰음식, 전통음식

커피거리 여행
커피체험, 초콜렛

경유지
예술인촌

참소리박물관
 재래시장연계

다도+명상
안목, 커피쿠퍼

      ◦ 팸투어 추진 : 3회 150명  
    다) 농촌관광관련 상표출원 및 등록 추진
      ◦ 목    적 : 농촌관광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굴된 상품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 확보

와 상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한 관리 등록
      ◦ 등록 상 : 3개분야 9개류

구 분 상표등록 비고

총 계 9개류

서비스분류 구분
55000강릉여행 39류, 43류, 44류

강릉안반데기마을 39류, 43류, 44류

힐링(Healing)21.8 39류, 43류, 44류

    ※제39류 : 운송업, 물품의 上장 및 보관업, 여행 여업
    ※제43류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4류 : 의료서비스업, 수의사업,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3) 평가분석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한 인식을 확산하고 농촌체험관광을 보급하여 관내 농촌
관광 마을 및 농장 16마을 13농장을 연계하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기존 마을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으며, 도시민에게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농
교류 활성화와 강릉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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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험 프로그램 내용

기    존 추가 보완 

계절별

봄
 산나물 채취, 개두릅 따기, 산약초음료만들기
 농사체험(감자․고구마,야콘 심기)

쑥개떡만들기,
 발효액담기(쑥, 솔잎 등)

여 름  물놀이, 옥수수따기, 감자캐기, 감자전 만들기  부채만들기

가 을  감따기, 김장담그기, 단풍공예    나뭇잎 책갈피만들기, 솔방울공예

겨 울
 짚풀공예, 감자송편․두부만들기, 연만들기,
 눈썰매타기

도토리연필만들기, 메모꽂이
 * 농촌관광협회 연계형

년 중
 방아체험, 생태체험(숲탐방), 천연염색
 치즈만들기, 양먹이주기
 놀이 : 대나무물총 만들기, 전래놀이

물레방아 공원 커피체험
 압화, 솔방울공예
트레킹(마을길, 오대산)

기간별
당 일  전통문화학교체험, 짚풀공예, 연날리기 『55000 강릉여행』연계형 프로

 그램 운 -1일, 1박2일, 2박3일
 * 문화관광지,농촌체험1박2일

 방아체험(타작~음식만들기), 천연염색, 해돋이
 친환경농사, 향토음식

  4) 향후계획

    마을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수한 개별경 체 육성과 네트워크화로 지
역의 농촌체험관광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장주의 역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차별화된 체
험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하고자 함.

- 55000강릉여행 팸투어 -   - 교육열차운영 팸투어 -   - 장천마을 6시내고향 촬영-

다.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추진

  1) 추진배경

    기 조성된 우수체험마을에 해 마을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특색있는 표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서 농촌관광 수요 및 만족도를 높이고, 명품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보완으로 체험객 수요규모 확 와 계층의 다양화를 유도함.

  2) 추진실적 

    ❍ 사업규모 : 1개소(연곡면 삼산1리 소금강장천마을) 
                 - 2012년 전국농촌전통테마마을 상수상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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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친환경농사체험, 천연비누, 한지공예
 방아체험, 향토음식,짚풀공예

수학여행 프로그램
 - 농사체험, 환경보호(계곡탐방, 
 트레킹)/숲해설

대상별

청소년
 천연비누,한지공예, 전통놀이, 향토음식
 방아체험, 농사체험

 현장학습형, 수학여행형

대학생  짚풀공예, 천연염색, 농촌문화체험, 방아체험  오대산 트레킹

주 부  천연염색, 향토음식, 전통놀이, 농사체험  템플스테이 연계형 농촌체험

중장년  마을산책, 현덕사 템플스테이,추억의 동창회  연수형, 현장교육형

노 인  현덕사 사찰체험, 산책  등  템플스테이 연계형 농촌체험

    
    가) 홍보행사 
      ◦ 농산어촌 체험학습 박람회 참석 (2014. 8. 7~10)   
      ◦『농촌체험 강릉여행』 상품 팸투어 : 2회 70명
      ◦ 소금강 장천마을 체험 소개(6시 내고향) : 1회 방
      ◦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 소금강장천마을(KBS) : 2회 방
    나) 운영현황
      ◦ 방문객

계 단순방문(견학 등) 체험․민박 운영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970 46,000 115 1,550 855 44,450

      ◦ 사업소득(매출액, 단위: 천원)

  
계 체험운영 민  박 농산물판매 기  타

449,000 266,000 108,000 19,000 56,000

  3) 평가분석

    기 조성된 마을의 자원활용, 인적자원, 운 체계 등 현재 수준의 문제점을 진단, 특색
있는 콘텐츠 보완으로 6차 산업화를 단계별 확장과 환경 친화적인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민박, 휴양, 도농교류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등 비즈니스콘텐츠 접목을 통한 6차 
산업 기능 보강.

  4) 향후계획

    농촌체험의 품격높은 품질관리로 농촌관광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소. 명품화로 
인지도 제고 및 장․단기 체류 방문객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증  기여를 보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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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공원 공동 체험장 및 단체 숙박 단체 팜파티 시설

라. 올림픽대비 농가민박 선진화 시범

  1) 추진배경

    체류중심의 농가민박 비즈니스 활성화로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시민의 요구
에 맞는 고품격 농가민박 조성으로 농촌관광의 다각화 및 숙박형 관광객의 편익 도모를 
위한 조식공간 기능 강화

  2) 추진실적 

    ❍ 사업규모 : 2개소(사천면 해품달, 연곡면 들꽃편지)
    ❍ 사 업 비 : 46,000천원
    ❍ 사업내용
      - 조식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향(香)상품화

구  분 운영형태
운영
회수

방문
인원

체류형태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상

농가민박 상시 18일 4,500명
3,600명 800명 150명 50명  5,000 

체험프로그램 계절 60회 5,000명

  3) 평가분석

    독립형 조식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 으며, 농촌체험 관광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4) 향후계획

    지속가능한 고품격 농가민박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농촌체험의 품질 수준향상으로 
고객의 신뢰도 확보 및 올림픽을 비한 운 자 의식수준 향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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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릉 대기마을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위치 강릉 대기리

사업주체 강릉대기마을 농조합법인

총사업비(백만원) 1,000(국비500, 시비500), 1년차:500, 2년차:500

사업유형(24개유형중 택) 생산 × 관광․체험형

유형 시설 고랭지 체험관 264㎡

무형 자산 힐링 체험프로그램  5, 산책코스1개발

야외 조식공간 조성 실내 조식공간 조성

실내 조식공간 조성 향 상품화 

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1) 추진배경

    천혜의 풍광을 갖추고 있는 고랭지 기리 권역을 힐링문화 중심의 6차산업화 시범단
지로 조성하여 2018 동계올림픽 특수라는 역사적 기회를 맞아 농촌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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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술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

지역자원 노추산 모정탑, 안반데기 운유촌, 멍에전망대 등

역량강화 실적 교육 컨설팅 지원 10 

상품개발 실적 감자녹말, 시래기, 목공예품 등

성과관리 실적 일자리 창출 2, 마을소득향상율 50%

  2) 추진실적 

    가) 6차산업 연계 실적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고랭지 무, 배추, 감자,
약초, 산채 등 

감자 ,약초 소득상품 발굴
고랭지 테마 체험관 

조성 및 운

    나) 유형시설 현황

시설명 면적(㎡) 활용내용

고랭지 체험관 264 고랭지 농촌 체험(음식,약초 등)

    다) 일자리창출 실적

경영(공동)체 명
인 원(명)

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마을 농조합법인 2 2

    라) 소득 실적

경영(공동)체 명
2015년 운영소득(단위:천원) 비고

매출액 경영비 영업이익
‘14 

매출액

대가마을 농조합법인 97,000 48,000 49,000 70,000

  3) 평가분석

    1차년도(2015)에는 농촌체험 기반조성에 주력하 으며, 2차년도(2016)에는 2차 가공품 
위주의 사업을 위한 농촌진흥청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

  4) 향후계획

    기리권역 농촌고원마을의 생산·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 창조 수익형 모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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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으로 육성
  ❍ 고랭지 테마 상품 발굴로 1차 생산소득 의존에서 탈피
  ❍ 왕산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안반데기운류촌을 먹거리, 체험거리의 특색있는 고랭
     지 힐링체험 관광단지 벨트화 
  ❍ 산촌체험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기권역을 고랭지감자, 무, 배추, 자생약초 등 2차 소
     득상품 생산 및 고랭지 농촌체험 명소로 창출

    ☞ 고랭지 체험관 조성

3. 농촌노인 복지지원

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 추진배경

    농촌지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마을농촌노인 공동체 자립기반 및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위와 농촌생활의 활력유지를 위한 생활문화기반 조성

  2) 추진실적 

    ❍ 사업규모  
      - 2014년(4개소 : 강남동 박월마을, 왕산면 기2리, 구정면 어단1리, 옥계면 낙풍1리)
      - 2015년(4개소 : 강남동 박월마을, 왕산면 기2리, 구정면 어단1리, 사천면 노동중리)
    ❍ 사 업 비 : 4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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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경제활동

 ∘ 농산물 공동재배포 조성(고구마, 감자 등 특작물재배 및 고구마조청 생산)
 ∘ 메주작업장, 발효장 및 건조장 조성
 ∘ 농자재 및 편이장비 구입 : 종자, 비료, 메주성형기계 등
 ∘ 마을공동판매상품 지원 : 농산물 포장재 및 포장용기 제작

건강관리
 ∘ 건강관리기구 구입 : 안마의자, 온열매트 등
 ∘ 건강프로그램 운  : 생활체조, 요가, 실버라인댄스 등
 ∘ 건강장수 요리교실 운  : 한과, 떡, 전통음식

환경정비

 ∘ 공동주거공간 리모델링 : 도배, 장판교체 등
 ∘ 안전주거공간 조성 : 가스안전차단시설, 센서등, 안전손잡이 등 설치
 ∘ 마을안내간판 설치 : 마을옛이정표 설치
 ∘ 쉼터공간조성 : 마을화단정비, 야외쉼터, 야외건강 소공원 등

학습사회 활동 
역

 ∘ 동아리활동 재료 구입 : 농악교실운  및 북, 징, 소고, 요가  매트 등 
 ∘ 동아리 프로그램 운  : 국학기공, 사군자교실 및 사군자 전시회, 
    사군자작품집 제작, 노래교실, 천연비누만들기, 한지공예, 초콜릿 공예교실, 
    칠보공예 등

  

  3) 평가분석

    농촌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기반조성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 을 통해 농촌노인 문화생활 등 활력화를 도모하 으며 노인들의 
재능과 솜씨를 발전시켜 전통문화 보존에 힘썼으며, 농촌마을 공동소득활동, 환경, 건강, 
사회활동 등 농촌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육성 계기 마련.

  4) 향후계획

    마을노인 공동 경작활동을 위한 다년생 작물재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과 일거리 
창출, 판매활동 다양화, 맞춤프로그램을 운 하며,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한 생활장비 설치로 활기차고 건강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수마을 육성에 힘쓸 계획임.

4. 식품가공 및 특산음식 관광상품화

가. 전통음식학교 운영 

  1) 추진배경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 건강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동계올림
픽을 비한 지역 향토음식의 글로벌화와 강릉 표음식 개발 보급으로 체계적이고 특
성화된 농식품 전문인력 양성

  2) 추진실적 

    ❍ 2014 교육실적 : 16과정 472명 (연중)
    ❍ 2015 교육실적 : 19과정 475명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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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상 : 강릉시민

    

    ❍ 강    사 : 과정별 전문강사 초빙 
    ❍ 전문교육과정 및 내용 : 이론 및 실습 병행, 특별교육 추진
  3) 추진평가 

    ❍ 2018 동계올림픽 비 강릉음식 글로벌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지역음식의 개발보급 및 향토음식문화 전승 및 평생학습 기반조성
  4) 향후계획

    ❍ 전통 · 향토음식 상품화, 2018 동계올림픽을 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 으로 전  
       문화 · 차별화된 농식품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착
    ❍ 설문조사 및 평가 등 교육 참여자의 의견 수렴, 수요자 요구 교육 과정  반  

나. 농산물가공센터 맷돌 운영

  1) 추진배경

    ❍ 지역 농특산물 및 잉여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을 통한 농산물가공 활성화와 농산물 공동가공

시설 활용으로 농업인의 가공편익 제공 및 농가소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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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저장음식반 테이크아웃반 커피축제 커피막걸리 체험

맷돌 가공제품 잼 가공작업 가공기술보급 교육

  

  2) 추진실적(2014~2015)

    ❍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 (‘14 : 허브파크, ‘15 : 아이비)    
    ❍ 농업인 가공품 생산실적 : 생산량 11.5톤
      - 2014년 : 5품목 6톤(판매소득:130백만원)
      - 2015년 : 10품목 5.5톤(판매소득:140백만원)
    ❍ 가공기술 표준화 : 즙류 2종(블루베리,아로니아), 잼류 3종(사과,복숭아,매실)
    ❍ 맷돌 가공상품 공동브랜드 : ‘촌아’ 상표등록
    ❍ 건조감자 제조방법 : 특허등록
  3) 추진평가 

    ❍ 홍수출하 및 잉여 농산물 이용한 가공 상품화로 농가 피해 최소화 
    ❍ 가공상품 개발 및 품목확 , 상표등록으로 농업인 활용 증  및 농업인 서비스향상

으로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여
  4) 향후계획 

    ❍ 가공상품 판매증 , 가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통채널 다변화
    ❍ 건조감자 제조 상품화 및 품목확 를 통한 농업인 활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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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식품 릉애힘 사천기정떡

다. 농촌여성 창업사업장 관리지도

  1) 추진배경

    ❍ 여성농 업인의 창업지원은 단순히 창업단계 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 농촌여성의 경험, 기술이 살아있는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운 , 사업 참여자의 자질
향상 등 기반조성으로 향토음식 조리 전문기술 보전 및 전수를 통한 소득자원화

  2) 추진실적 및 평가분석

    가) 추진실적(사업개요)
      ◦ 규 모 : 5개소(2007~2014 사업장)
      ◦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정봉식품

(‘07)
학산된장

(‘08)
옥계흑마늘

(‘09)
연꽃마을

(‘11)
사천기정떡

(‘14)

대표자 오춘현(최근후) 김목기 황근숙 석흥기 곽태   

      ◦ 생산실적(2014~2015)

사업장명 생산제품
생산량
(kg/년)

판매량
(kg/년)

참여인원(명)
비고

상시 비상시고용

정봉식품 산마늘 외 3 5,500 5,000 2 4

릉애힘 마늘진액 600 470 3 3

연화식품 연잎국수,가루 2,200 1,600 3 20

사천기정떡 기정떡 21,000 20,000 5 7

   나) 추진평가
      ◦ 일감갖기 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  
      ◦ 지역 농특산물활용 농가공품 상품화로 농가 부가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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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릉 향토음식 전승 및 보급

  1) 추진배경

    2018 동계올림픽 비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문화를 보급하고 지역향토음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주연구회를 육성하여 강릉향토음식의 우수성 및 양
적 가치를 홍보하고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함

  2) 추진실적 

    ❍ 농업인의 날 행사 강릉 맛 체험행사 
      - 2014년 : 4개분야 36종(특산음식, 전통주, 향토간식, 맷돌 가공품)
      - 2015년 : 5개분야 41종 (특산음식, 향토맥주, 향토간식, 맷돌 가공품, 기정떡 식

미평가)
    ❍ 강릉커피축제 특산음식 홍보행사 
      - 4 먹거리촌 홍보관 운 , 특산음식 스템프랠리, 농산가공품 홍보
    ❍ 동아리 활동지원 : 향토음식(30명), 전통주(25명), 향토맥주 연구회(25명) 
  3) 추진평가 

    ❍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강릉 향토음식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상품화
    ❍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회 육성으로 향토음식 계승․발전

   

전통주, 맥주 시음 특산음식 홍보판매 향토간식 전시

마. 농업연계 떡산업육성 시범

  1) 추진배경

    ❍ 지역단위 소규모 떡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쌀생산 유도
    ❍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및 상생 수익모델 개발
  2) 추진실적(2014~2015)

    ❍ 생산공장 신축 및 떡제조장비(시설 82㎡, 장비 10종)
    ❍ 기정떡 판매장 구축(35㎡)
    ❍ 기정떡 생산실적 
      - 기정떡 생산량 : 21,000kg(2015년), 강릉오륜벼 사용 : 12.6톤
      - 기정떡 판매소득 : 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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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떡 생산공장 기정떡 판매장 기정떡 제품

  3) 추진평가 

    ❍ 떡산업 육성을 통한 쌀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강릉지역 표쌀인 오륜쌀을 이용한 강릉기정떡의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4) 향후계획 

    ❍ 강릉기정떡의 上장재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 및 명품화
    ❍ haccp 인증을 위한 식품위생 교육 및 시설개선 등 컨설팅 지원

바.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1) 추진배경

    ❍ 강릉 로컬푸드 진흥 및 한식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 2018 동계올림픽 비 권역별 특성화로 관광복합형 먹거리촌 정착
    ❍ 먹거리촌 관광수용태세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음식관광 명소화
  2) 추진실적(2015년)

    ❍ 사업량 : 강릉특산음식 프로젝트(1개소) → 외식업중앙회강릉시지부 특산음식우수마
을 육성(2개소) → 초당두부마을, 사천물회마을

    ❍ 동계올림픽 비 강릉특선메뉴 개발 : 특선메뉴 12선, 길거리음식 9종
    ❍ 음식문화 개선 및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지역축제 홍보행사(3회)
    ❍ 특산음식우수마을 명소화 : 공원정비, 上토존, 초당두부 담장 갤러리
    ❍ 특상음식마을 역량강화 활동 : 현장학습 2회 71명, 교육 2개마을 18명
  3) 추진평가

    ❍ 관광 강릉음식 관광명소화 지원으로 강릉특산음식 이미지 구축
    ❍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및 특산음식 홍보로 인지도 학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맞춤형 음식관광 우수사례 및 역량강화 현장학습으로 마인드 함양 
  4) 향후계획

    ❍ 올림픽 개발메뉴 상품화를 위한 메뉴 실행교육 및 상품화업소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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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산음식 상품 및 콘텐츠 개발, 1마을 1멘토 현장지원으로 인프라 개선

올림픽특선메뉴개발(보고회) 우수사례 현장학습 특산음식 홍보행사

 

5. 농업기계 임대 및 정비지원

가. 사업결과 요약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
는 농업기계 임 사업과 부품비 지원 정비지 정점 사업을 추진하 다. “농업기계 임 사
업”은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등 97종 292 의 임 장비를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 하
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기계화 농촉진에 크게 기여하 다. “부품비 지원 
정비지 정점운 ”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농기계 고장 및 노화로 
인한 농가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비지 정점 16개 업체를 지정하여 농기계를 수
리 후 1개월 이내에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종별 한도액에 한해 농업인 구좌로 부품비
를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별 1기종당 5~15만원 한도로 3기종에 해 지원하 다. “오지
마을 순회기술교육사업”은 정비지정점이 없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 1회 순회수리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농가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비 무상지원과 수리를 
병행 추진하 다.

  <사 업 별 총 괄 표>
(단위 : 천원)

사    업    명 년도별 농가수(호) 대수(대) 예산액

계 5,081 9373 627,098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014 632 1,955 86,570

2015 644 2,163 101,093

부품비지원 정비지정점
2014 1,423 2,009 199,743

2015 1,724 1,912 209,000

순회수리교육
2014 484 953 20,445

2015 174 381 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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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별 추진내역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목 적
        - 고가의 농업기계를 市에서 확보하고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 하여 편리하게 

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임  농업기계를 활용한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노동

력 부족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하고자 함.
      ◦ 사업비 : 853,939천원
        - 장비구입 : 475,000, 임 사업비 333,939, 수리운 비 45,000
      ◦ 인력 및 보관시설

인  력 보관 시설

3명(기계직 2명, 기간제1명) 1,989㎡

      ◦ 임 장비 보유현황

구 분 계 공 용 밭농사용 논농사용 원예용 축산용

기종(종) 97 23 46 10 8 10

수량(대) 287 62 173 22 8 22  

 
      ◦ 기종별 임 실적

구 분 기 종(종) 농가수(호) 지원대수(대) 지원일수(일) 작업면적(ha) 임대료(천원)

합 계 169 1,276 4,618 5,674 48,325 188,663

2014 85 632 1,955 2,552 19,958 87,570

2015 84 644 2,163 3,122 28,367 101,093   

      ◦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추진 : 6과정 1,836명
        - 형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 : 5개과정 576명
        - 임 장비 안전사용교육 : 1,260명
    나) 부품비지원 정비지정점 운영
      ◦ 목 적
        -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정비시 수리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적   

기 농추진과 농가 농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사업비 : 469,3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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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비지원 : 440,000, 정비확인서 및 기타 29,394
      ◦ 추진내용
        - 농가당 45만원 한도내에서 부품비 지원 
          · 지원범위 : 3기종 기종당 5만~15만원(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 
        - 농기계 정비업체를 지정 정비점으로 운  : 16업체
          · 지역 농업협동조합 5, 리점 4, 수리점 7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5년 12월 
        - 사 업 량 : 3,147호 3,921
      ◦ 정비지정점 현황    

읍면동 지정점 읍면동 지정점

주문진읍
북강릉농협경제사업소
아세아농업기계
성남농기공업

사천면
사천농업협동조합
농업기계정비센타

성산면
강호종합농기계
풍년기계

연곡면 북강릉농협연곡지점

구정면
유산농기구오토바이수리점
농기구수리센타(금광)

동지역

강릉농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상사
국제농기계상사
대동농기계
월호종합농기계

옥계면 옥계농업협동조합
  

    다) 오지마을 순회기술교육
      ◦ 목 적
        - 농촌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농업기계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농가 정비비용 부담해소와 적기 수리로 차질없는 농추진
      ◦ 사업비 : 171,397천원
        - 순회정비 부품비 : 차량구입 100,000, 부품비 40,000, 기타 31,397
      ◦ 추진방침 
        - 농가당 15만원 한도내에서 부품비 무상지원
        - 고장원인과 정비수리 기술 및 교통안전운행 병행 교육 
      ◦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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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적 ]                            

구분

대상마을(마을) 교육회수(회) 교육인원(명)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남 여

2014 80 81 100 50 50 100 400 484 - 121

2015 30 22 73 15 16 106 100 174 - 174

    [ 기종별 수리실적 ]                            

구 분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양수기 방제기 원동기 기타

2014 953대 357 34 34 1 43 - 56 - 428

2015 244대 5 7 31 1 38 - 25 - 137

농기계수리기술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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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보급

1. 농업경영개선

가. 농가경영컨설팅 

  1) 추진배경

    농업경 이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에 관계된 의사결정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농업경 은 단순 반복적인 활동이 아닌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의사결정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경 울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 (쌀관세화 FTA 확산, 저출
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가
별 맞춤형 농가경 진단 및 처방 등 농가경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서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선택의 문제에 하여 체계적으로 응하여 우리 
농업도 능동적으로 농산물 개방화에 적응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향상
을 유도하 다.

  2) 추진실적

    ◦ 전문경 컨설팅 팀 운  : 4분야 14개팀 14명
    ◦ 농업인 자율 표준 진단표 작성 : 25품목 104농가
    ◦ 농가경 컨설팅 농업인 교육 : 10회 210명
    ◦ 농가경 컨설팅을 위한 농현장 벤치마킹 : 2회 85명
  3) 평가분석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증 를 위하여 경 규모별 맞춤형 경 진단 및 처방으로 현장위주
의 경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재배작목별 세분화된 농
기록 및 생산농산물 출납기록 등으로 농가소득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기초경
진단에 일익을 담당 하 으며, 세분화된 품목별 경 컨설팅 농가를 상으로 벤치마킹을 
통한 농상 문제점을 경 진단 및 처방을 추진함으로서 현장애로기술해결은 물론 농가
소득증 에 기여하 다. 

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의 다원화

  1) 추진배경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고품질 청정강릉농산물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
목 집중육성과 신기술 정보제공 및 병해충발생정보 등 다양한 품목별 종합정보(생산, 기
술, 관측, 수급, 소비자기호)시스템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다양한 소비자 수요변화에 맞춘 강릉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서 생
산자 및 소비자간 정보공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 하 다. 또
한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확  및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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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명 내      용 개통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 http://www,gnagr.or.kr
○ 주간 및 월간 농사정보 : 200건
○ 강릉농업특성화 및 각종 농정보 : 800건
○ 접속건수 :  40,000건 

2000. 9. 20.

소프트웨어(블로그,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를 접목한 정보공유기회 넓혀 지역 농업인들
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 선도 농업인을 육성 하 으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 하여  품목별 재배기술, 농자료실, 농산물 가격정보 등 농업정보의 신속한 정보 
확산과 사이버상에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지역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함으로
서 농가소득증 에 기여 하 다.

  2) 추진실적

    ◦ 홈페이지 내용 

    ◦ 자료갱신 
      - 새로운 생활ㆍ문화 농기술 자료 게재 : 1,500건
      - 농업기술센터 교육ㆍ행사ㆍ정책사업 안내 : 225건
      - 인터넷 농상담 : 분야별 농상담 의뢰 및 상담 2,300회
      - 생활정보지활용 :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국지도, 농협, 뉴스
  3) 평가분석

    농업인들에게 신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 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강릉농업의 우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기반 확충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
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로 민 행정서비스 강화 및 농업기술보급에 효율성을 기
하기 위하 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 하면서 농업인 및 일반 소비자에게
도 다양한 농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 다. 

다. E-비지니스활성화 사업

  1) 추진배경 

    농산물 수입개방이 점차적으로 확 됨에 따라 국제농업환경과 경쟁력이 점점 치열해지
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과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기술 정보 전달로 농가소득 증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 다. 

    21C는 IT산업발전과, 인터넷이 중화 되면서 사회전반에서는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사회전반 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지식, 정보기반이 조성됨
에 따라 농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마케팅 
모든 분야에 전자상거래가 형성되어 ON LINE 유통이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가소
득을 창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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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실적

    ◦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 지역축제참여 및 박람회 참석 등으로 강릉팜 홍보
    ◦ 온라인농산물 직거래 판매장(강릉팜)리뉴얼 재구축 : 2014.12 .23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개선
      - 강름팜 모바일 앱 구글스토어 (안드로이드용)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연계 구축
      -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등
    ◦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비용 절감 : 3~4백만원 ⇒ 10만원/농가당
    ◦ 제7회 (사) 한국정보화농업인연합회 중앙전진 회 개최
      - 기간 : 2014년 9.16(화) ~ 9.17(수)
      - 장소 : 경上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 1,000명  (농업인950명, 관계공무원 50명)
      - 주요내용 : 정보화 농업인 교류를 위한 한마음축제 및 경진 회
    ◦ 관내 농산물 온라인 매출비중 20%확  (14년 500백만원 ⇒ 15년 550백만원)
  3) 평가분석

    작지만 강한 전자상거래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5년에 e-비지니스 멘토링 
농업인 교육 30회 450여명을 상으로 소셜네트워크(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UCC동

상 등 SNS)활용기술향상으로 경 체별 농장홍보 및 경 마인드를 확  농업경쟁력향
상을 유도 하 으며, 사이버농업인들의 시·공간적 ON-OFF라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
릉팜”을 통한 전자상거래농업인들의 농가소득증 를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 다.

라. 선도농업경영인(강소농)육성

  1) 추진배경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기존의 무계획적인 농에서 벗
어나 농업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경 체별 작목별 경 개획을 수립 농가경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 를 매년 10%향상을 위한 지역 농업인 상으로 강소농 교육을 추진하 다.

    강소농 교육은 ‘14년 89명, ’15년 15명을 상으로 매년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후속
교육을 통하여 비품고가역 (경 계획서,실행보고서)작성을 통하여 농가별 경 개선을 통
한 지역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선도농가 
시범사업을 추진 지역의 선도농업인을 육성 하는데 주력하 다 

  2) 추진결과

    가) 강소농 선도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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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상

구분 계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농촌자원

2014 89 16 18 10 19 8 8 10

2015 15 2 3 4 2 1 1 2

      ◦ 주요내용
         ⇒ 강소농 여건 과 전망, 추진전략, 미래 강소농 지원기반 안정화 방법  
         ⇒ 강소농 기술수준, 경 역량 향상 및 경 컨설팅 추진방법
         ⇒ 농정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홍보    
         ⇒ 강소농 농가소득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강소농 농가소득분석 및 경 관리 역량 진단표 작성 
      ◦ 교육실적

과 정 강사명 요일 시간 인원(명)

         총계 139

1 강소농 기본교육 심호섭 목 10:00~17:00 21

2 강소농심화교육 심호섭 수~목 1박 2일 13

3 강소농후속교육(1차) 심호섭 수 13:00~18:00 12

4 강소농후속교육(2차) 심호섭 목 13:00~18:00 11

5 강소농후속교육(3차) 심호섭 목 13:00~18:00 10

6 강소농후속교육(4차) 심호섭 월 13:00~18:00 11

7 강소농후속교육(5차) 심호섭 수 13:00~18:00 10

8 강소농 사후관리교육 (1차) 임희찬 월 19:00~17:00 10

9 강소농 사후관리교육 (2차) 임희찬 월 19:00~17:00 10

10 강소농 사후관리교육 (3차) 김준호 수~목 1박2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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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소농 경영개선 자율모임체 운영
      ◦ 인    원 : 2분과 30명(역량강화 및 선도농업인 교육 이수자)
      ◦ 교육진행방법 및 내용
        - 교육담당 : 강소농 BEST강사 교육 이수자 및 품목별 매니저
        ⇒ 자율모임체 품목 분과별 교육추진 시 품목별 매니저 교육 협조
        - 교육방법 및 내용
        ⇒ 교육일정표에 의거 매월 1회 교육담당자 및 품목별 매니저가 교육 추진  
        ⇒ 자율모임체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별 자율적인 실천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 
        - 유통 및 고객확  현장교육 (2회 60명)
        ⇒ 방산시장, 롯데• 신세계 백화점, 하나로 마트 등 현장방문 
        ⇒ 산수유 낭자 (이천시), 남이섬 (가평군) 현장방문 
        ⇒ 농업전문 경 인으로 성장하도록 농산물가공 및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의 매출

증 에 기여하는 틀 마련 
        - 우수 강소농 경 개선 자율모임체 상으로 농장간판제작 지원
        ⇒ 모임체 : 2014년 강릉강소농 ( 표 : 최태규) 
       

 

    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정밀컨설팅추진
      ◦ 기   간 : 2014년 ~ 2015년 
      ◦ 규   모 : 4개소 (블루베리 1, 감 2, 수도작 1)
      ◦ 업   체 : ㈜ 지인누리 ( 표 이병만)
      ◦ 내    용 
      ⇒ 강소농 품목별 정 컨설팅 경 진단,분석을 처방을 통한 농가경 개선
      ⇒ SNS활용한 농산물 유통마케팅, 재배기술, 비품고가역실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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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요 추진결과

권순근
(감)

○ 비용절감 : 녹비작물을 활용한 퇴비사용법 도입

○ 품질향상 : 과수의 적과조절 및 하지전지, 도장지 정리르 통해 품질향상

○ 고객확대 : 기존 고객리스트 작성한 파일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 

○ 가치창조 : “우리들농원”에서 판매하는 곶감의 포장박스를 직접제작 곶감의 

              가치 상승 

○ 역량개발 : 감에 관련된 재배교육, 전자상거래교육, 농산물가공교육, 강소농  

              교육등 다수의 교육에 참여하여 역량을 높임 

권순경
(블루베리)

○ 비용절감 : 인건비 최소화를 위한 가족경 진행

○ 품질향상 : 삼목을 포트에 이식하여 재배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

○ 고객확대 : 블루베리 분양시 구입고객에게 직접방문 전달하며 방문시 블루  

              베리 재배방업에 대한 지도를 병행 

○ 가치창조 :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산도를 만들기 위해 우드  

              칩, 유박, 유황등 활용하여 적합한 PH의 토양을 제작사용 

○ 역량개발 : 작목반, 연구회에 참여, 별도의 선진농가를 직접방문하여 운 ,  

             분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을 습득

최태규
(수도작, 한과)

○ 비용절감 : 인건비 최소화를 위한 가내수공업 방식 운

              재료 수급비용을 적감하기 위해 직접 쌀을 재배

○ 품질향상 : 쌀엿을 직접 제조하여 우리몸에 좋은 도라지, 더덕등의 엑기스  

              첨가하여 상품의 질을 높임

○ 고객확대 :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한과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 

○ 가치창조 : 한과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 개별포장 진행, 대바구니, 실크, 명  

              주등의 고급재질의 포장박스 적용 

○ 역량개발 : 강릉제일한과 농조합법인 활동, 농촌진흥청 한과교육참석

김부일
(곶감)

○ 비용절감 : 강소농 사후관리를(비품고가역)를 통한 농업경 비절감

  ⇒ 포장재 소모성자재 절감 및 시설 현대화로 인건비 절감

○ 고객확대 : 농장명 바꾸고, 농장명함, 전단지 제작 배포 

○ 가치창조 : 신규판로개척을 위한 소포장 접근 

  ⇒ 커피와 잘 어울리는 곶감의 컨셉으로 소포장 개발

2. 농생물 활용 기술보급

가. 토착 미생물 연구관 운영

  1) 추진 배경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강릉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 12월에 361.4
㎡의 면적에 1.5㎘ 확 배양기 1 와 1.2㎘ 저온저장조 개관한 유용 미생물 연구관은 
농·축산업에 유용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슈도모나스등 유용 미생물을 
선발하여, 배양 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지역농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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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고, 유용 미생물 이용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병해충 감소, 축산분야의 
사료효율 증  축사 악취저감 등으로 청정 강릉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품질 안전 농·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 를 기여 하고자 운  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미생물 배양시설 증설
      2011년 12월 배양기(1.5㎘) 1 와 저온저장조(1.2㎘) 1기로 시작한 미생물 연구관의 

시설을 미생물 공급량 증 와 다양한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도입하기 위하여 1.5㎘ 유
용 미생물 확 배양기를 2012년에 1 , 2013년 1 , 2015년 1 를 설치하여 확  배
양기 4 로 연간 150톤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또한 유
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미생물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고유 기능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농
가에 공급함으로써 유용 미생물의 효과 증 는 물론 새로운 유용 미생물을 선발 보급 
하고자 2011년 1기 인 저온 저장조(1.2㎘)를 2012년  2기, 2013년에 1기, 2014년 3
기를 증설하여 확 되는 미생물 수요를 충족 하고자 하 으며, 미생물 종균배양의 효
율성과 종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회에 4종의 유용 미생물 종균을 배양 
할 수 있는 4련실 종균 진탕배양기를 설치하여 농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수
요를 충족하고 있다.

    나)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 개정 및 보조사료, 비료 생산업등록
      토착 미생물 연구관의 합법적인 운 을 위하여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에 한 미생

물 보조사료등록은 2012년 5월 9일에 광합성균에 한 비료 생산업등록은 2012년 
5.3~9.2 강원 학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의 작물 재배 용역을 거쳐 8월 12일에,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의 미생물비료 등록은 같은 해 12월 13일에 등록을 마쳐 미생
물 연구관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합법적으로 공급 할 수 있으며,

      또한 2012년 12월 28일에 강릉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조례 제17
조에서 제20조를 신설하여 토착 미생물 연구관운 ,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한 
규정을 신설하여 토착 미생물 연구관의 운  근거를 마련하 다.

    다)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2012년에는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등에 의한 생산업등록을 

마치지 못해 배양기의 실험 운전과 미생물 배양기술 확보에 주력하 으며 이에 따른 
실험생산 미생물을 고초균외 4종 20톤을 농가에 실험 공급 하 으며 2013년에는 본격
적인 미생물의 생산 공급으로 연간 108톤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여 딸기 등 과채류에
서는 생육촉진, 당도 등 상품향상, 수량증 , 엽채류에서는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수
량이 증 하고 농작물의 병해충이 감소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 효율 증 는 물론 
축사악취 저감, 파리 등 유해 해충 감소 효과로 청정 강릉 이미지 제고에 그 효과 컸음

      농가에 공급한 미생물 종류는 2012년에는 광합성균, 고초, 유산, 효모균 4종을 공급
하 으며 2013년에는 슈도모나스 스튜즈 제리를 추가하여 5종의 미생물을 공급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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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실 적
비 율
(%)

작목별 검정실적

벼 전작 과수 시설 기타

계 8,802 8,625   98 1,791 6,357 254 235

토양 7,850 7,923 101 1,610 5,824 254 235

식물체 22 22 100 22

중금속 800 570 71 159 411

퇴비

액비 90 82 91 82

며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특허균주 7종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균주 통상실시권 무상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 4종 외 질화세균, 슈도모나스 퓨티다 등 2종의 균을 배양 보급하 음
    라) 유용 미생물 활용 도심 악취 저감 실증시험
      2015년에는 토착 미생물 연구관 운 의 활성화와 유용 미생물 활용 효과 홍보를 위

하여 실증시험 사업 2개소(중앙시장, 경上지역)에 도심 악취제거 사업을 시행하여 현격
한 악취저감 효과를 보 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예정

  3) 향후계획

    농업 유용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을 증  시키고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른 미생물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생물 저장조 부족으로 야기되는 미생물 공급의 단절 방지와 새
로운 미생물 도입 곤란을 해소하고자 미생물 저장조를 현재 7기에서 8기까지 확 하고
자 2016년에는 저온 저장고 8기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유용 미생물 수요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1) 추진 배경

      친환경농업의 확 와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관리
실에서는 필지별 토양특성 및 비옥도 정 검정으로 환경보전 및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기술을 확립하여 과학적인 토양분석으로 해당토지에 적합한 농기술을 지원하여 
농업여건이 어려워져가는 현실에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직접적 도움을 주고, 토양 자
료의 전산화로 그 효과를 극 화 시키고자 토양 자료의 전산관리로 언제나 농가 필지
별 토양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및 분석결과

    가) 항목별 민원의뢰 정밀분석 실적(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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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pH
(1:5)

유기물
(%)

유효
인산
(ppm)

치환성양이온
(me/100g)

전기
전도도
(dS/m)

토양개량제
(kg/10a)

K Ca Mg
석 회
요구량

규  산
함 량

벼 6.5 25 205 0.4 7.0 1.3 0.8 147

밭

작

물

서류 6.3 21 670 0.7 5.9 1.7 0.8 70

잡곡류 6.0 23 600 0.6 5.3 1.6 0.7 156

유지작뮬 6.0 21 667 0.6 5.3 1.5 0.6 179

경엽채류 6.1 24 723 0.8 6.4 2.1 1.4 127

근채류 5.9 1.9 723 0.7 48 1.5 0.8 165

산채류 6.3 30 276 0.7 5.9 2.0 1.2 118

과채류 6.2 30 789 1.1 84 3.1 3.2 123

인경채류 6.4 26 697 0.7 7.2 1.9 0.9 106

과수 6.2 33 538 0.9 7.3 2.3 1.2 92

    나) 세부 사업별 종합건정 분석 실적(2015)

합계

세부 사업별 분석 실적(점)

미검정
필지

(자체검정)

농업인 의뢰
정책지원
(직불제등)

가축분뇨자
연순환농업

주요작목
재배지
검정일 반

친환경
농산물인증

GAP 인증

4,305 54 210 1,050 60 469 1,262 1,200  

    다)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결과(토양 화학성)  

       
  3) 향후계획 

    친환경농업관리실의 분석능력 향상과 정 도 향상시키고 토양양분의 균형공급을 위해 
꾸준하게  석회를 3년 주기로 시용하고, pH 적정 범위로 관리하여 나아가 적절한 퇴비
시용 및 토양분석에 맞게 비료를 사용하여 저투입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토양환
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하여 토양종합분석의 정 도를 향상시키고 인력을 
확충하여 농업인의 분석, 진단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충족 시킬수 있도록 한다.

3. 환경농업기반조성 및 식량작물 기술보급

가.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

  1) 추진배경

    식생활 다양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95년 106.5kg에서 20년만인 
2015년엔 62.9kg를 기록하여 20년 만에 41% 감소하 고‘2020년에는 58.4kg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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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쌀 가격은 지역특성상 타지역에 비해 
상 적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매가 하락의 큰 추세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강릉시는 품종교체, 上장재지원, 친환경농법확산, 소비
촉진캠페인 등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련예산을 확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보다 소득이 높은 감자, 콩, 수수, 들깨 등 기타 식량작물과 잡곡류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에 우량종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 공급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
한 지도와 비예산 사업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2014~2015년도 환경작물분야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강릉농업이 처한 내외환경
에 맞춘 경쟁력을 함양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목표로 하고, 기초
적인 부분을 튼튼히 다지면서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책에 적극 부합되는 기술보
급에 역점을 두었다.

  2) 추진실적

    ◦ 고품질 벼 재배 확  : 2014년(2,626ha/2,794ha) 94.0% ⇒ 2015년(2,656/2,767ha) 
96.0%

    ◦ 고품질 다수성벼 자율교환 증식上 운  : 3개소 3.0㏊
        - 2014년(3품종, 12.5톤) : 상주찰, 설향찰, 운광벼
        - 2015년(6품종, 17.3톤) : 설향찰,조생흑찰,상주찰,진옥,해평찰,고향찰
  3) 평가분석

    ◦ 오 , 운광벼 외 지역적응성 및 농가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다수성 우량종자 채종
기반 조성으로 정부보급종 부족 종자 공급으로 종자 부족 민원 해결

    ◦ 특수미(찰벼, 유색미) 품종 및 신품종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기능성 벼 기반확충
을 통한 희망농가 자율교환 추진 

나.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

  1) 추진배경

    분류로는 친환경학교급식, 지력증진사업, 밭작물생력화, 채종사업, 개별지원사업 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현장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 농업경 과 소득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 다. 특히 학교급식을 위한 마을단위 단지조성 사업은 올해도 6개 
단지 83.5ha를 추진하 으나 농업인의 고령화와 친환경농업의 절차 및 경종 과정의 기술
적 어려움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학교급식식용 쌀의 안정생산을 위한 신규단지 
발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소비여건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기능성 
특수미 및 유색미 등 고품질 쌀에 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서 과거의 수량중심에서 상품
성과 부가가치 증  즉 고품질 쌀 생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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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실적

    가) 고품질 벼종자 공급 : 290톤(‘14년 131톤, ’15년 159.톤)
    나) 벼 육묘하우스 환경개선 시범(2014~2015) 
      ◦ 규    모 : 164동 1,268 ha(강릉시 전역)
      ◦ 사업효과 및 추진실적 
        - 못자리 병해 발병율 감소 : 일반농가 비 곰팡이 병해 80% 감소
        - 벼 육묘후 일반작물 재배에도 적용 ==> 하우스 활용도 증가

육묘하우스 외부 육묘하우스 내부

    다) 벼 키다리병 방제 볍씨소독 발아기 보급(2014~2015) 
      ◦ 규    모 : 88 (강릉시 전역)   
      ◦ 사업효과 및 추진실적
        - 볍씨발아기 활용 키다리병 예방 등 건전육묘 실증
        - 키다리병 발생율 : 관행 비 33%감소
        - 소요기간 (침종~최아) 4~6일 단축으로 노동력 절감
        - 볍씨 발아기 활용실적 : 활용농가수 520호(전체면적의 10% 활용)

볍씨소독발아기 보급 온통소독 교육 : 사천면

라) 벼 보급종 자율채종포 운영(2014~2015) 
      ◦ 규   모 : 3ha 
      ◦ 사업효과 및 추진실적
        - 정부 미보급종 수급 안정화 : 소비자 선호 특수미종자 자체생산 자율교환 공급
        - 농가선호, 수요가 많은 품종 중점 생산, 품종 다변화로 소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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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배부 포장검사 종자보관

    마) 신품종 찰수수생산단지조성 시범(2014)
      ◦ 규   모 : 3개소 3ha
      ◦ 사업효과 및 추진실적
        - 기상으로 인한 도복저항성 신품종 보급, 저비용 조수류 피해 예방기술 정착
        - 가격진폭이 큰 원예작물에서 탈피, 고소득 잡곡류 후작물 작부체계 정립
          ∙ 봄감자+김장배추, 봄배추+김장배추 ⇒ 봄감자+잡곡류(찰수수 등)
        - 10a당 조수입 비교(2014 농협 수매가 기준)

구  분 시범단지(A) 관행농가(B) 지수(A/B) 비고

조수입(천원) 1,406 888 158% 3,700원/kg   

         

본밭정식 생육중기 수확직전 평가회

    바) 2018 동계올림픽 경관조성 호맥파종(2015)
      ◦ 사업규모 : 7ha(초당~강문 회전교차로 인근) 
      ◦ 목    적
        - 2018 동계올림픽 비 관광지 도로변 농경지 경관조성
        - 관광객에 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이미지 제고
      ◦ 금후계획
        - 들녘 경관조성사업 시범지 확 로 겨울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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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및 파종 경운 휴립복토

    사) 기상재해대비 예비모판 운영(2014~2015)
      ◦ 사업규모 : 3,850상자(‘14년2,850상자, ’15년 1,000상자)
      ◦ 추진내용 및 결과
        - 오륜벼 안정재배 및 기상악화로 못자리 실패 또는 이앙후 활착실패 농업인에 

한 예비모 공급으로 적기 농추진
        - 예비모 공급으로 12.8ha이앙 완료

볍씨 파종 10 ~ 20일 묘
 

  3) 평가분석

    고품질 쌀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벼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수요량 전체를 공급완료하
으며, 점차 발병률이 높아지는 키다리병의 방제를 발아기와 시설개선을 통학 과학적 

방제로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고품질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 으며 향후 관련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 와 농애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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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추진

  1) 병해충 발생현황

병해충명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발생필지 발생면적 발생필지 발생면적

계 52 4.5 60 12.8

잎도열병 11 1.2 11 2.2

이삭도열병 5 0.2 5 1.0

잎집무늬마름병 21 1.6 35 8.5

벼물바구미 0 0 4 0.4

멸강나방 0 0 0 0

혹명나방 0 0 0 0

흰등멸구 0 0 0 0

벼잎굴파리 15 1.5 3 0.3

벼잎벌레 0 0 2 0.4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실천 및 적기방제로 ′14~′15년 병해충 발생량은 각 4.5ha, 
12.8ha로 ′12~′13년 비 다소 증가하 으며, 전반적으로 멸강 나방, 혹명나방은 감소추
세이며, 저온성 해충인 벼잎벌레는 증가추세임.

    생육초기 물바구미 발생면적은 증-감 추세이며, 비래해충인 혹명나방은 지속 감소 추
세임.

    - 벼물바구미 발생면적 : 0ha(‘12~’13) ⇒ 0.4ha(‘14~’15)
    - 혹명나방 발생면적 : 0ha(‘12~’13) ⇒ 0ha(‘14~’15)
    ‘15년도에는 고온과 이앙기 가뭄으로 인해 적기 농에 애로가 많았고 골짜기 일부는 

농上기도 발생하 음. 그러나 상 적으로 저온성해충의 피해는 상당히 감소하 음. 
  2) 추진실적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기에 예찰하여 농업인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병해충 방제 착
강구 수도작 문제병해충 : 총 21종(병10, 해충11) 벼 생육상황에 한 자료를 조기수집
하여 시비 등 재배관리에 관련된 기술지도 병해충으로 인한 작물피해 최소화 시키고 병
해충 예찰과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한 자료 제공 (문자메시지 전송 연간 
30,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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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농업 추진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실질적 농
가소득 증 를 동반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육성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강릉의 농업실정에 맞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련 시책사업을 유치하고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유형별 또는 농가 단위별로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한 맞춤형 지
도전략으로 2014~2015년 친환경농업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들녘별로 3년1주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6,726톤을 
공급하여 토양의 지속적인 생산성 확보에 주력하 고, 화학비료의연용으로 지력이 약화
된 토양을 살리기 위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173㏊에 녹비호맥을 지원하 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14년 추가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농산물공
동물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쌀생산단지조성을 위해 왕우렁이 농
법을 2년간 170ha를 추진하여 생산된 쌀 전량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과 더불어 학교에 납품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농자재(혼합유박 등)를 지원하 고, 천적과 미생물
을 활용한 생물적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 고, 친환경아미노산․액비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  보급에 힘쓰고 있다.

  1) 토양개량제 공급

    가) 추진배경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

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적
인 농업경 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 3년1주기 일괄신청
을 받아 2014-2015사업을 추진하 다.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및 방향
      강릉시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0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를 pH6.5으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3년 1주기공급에 의거 연차별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 중심으로 토양 개

량제 시용(2008-2010년, 2011-2013년, 2014~2016년)
      지역농협은 공급계획량에 한 토양개량제의 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上
    다) 중점기술지도
      유효규산 부족 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 유효규산함량이 150ppm미만인 논 규산 시용
    - pH 6.5미만의 산성밭 석회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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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 추진결과

구    분 계획(M/T) 실적(M/T) 살포면적(ha) 사업비(천원)

규    산 3,282 3,282 1,487
377,801

석    회 3,444 3,444 1,760

계 6,726 6,726 3,247 950,709

    마) 추진현황 및 계획
      ◦ 북부지구(2014년 공급) : 주문진, 사천면, 연곡면
      ◦ 중부지구(2015년 공급) : 왕산면, 농촌동지역
      ◦ 남부지구(2016년 공급) :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성산면
      ⇒ 2015년 유효규산 함량 목표(157ppm), 밭토양 토양산도(pH6.5)
  2) 푸른들 가꾸기 사업(녹비 종자공급)

    가) 추진배경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증 로 지

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2014년에는 107ha에 16.8톤을 공급하 으며 2015년에
는 66ha 10톤을 공급하여 겨울철 휴한 농지를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경작지의 토양 
물리․화학성을 개량하 다.

    나)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녹비호맥 종자 우선 공급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녹비작물을 지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하고
      ◦ 경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위 들녘 및 집단재배 단지조성

호밀종자 생육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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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2014)

    가) 목  적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및 효율적 운 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친환

경농업 성장 견인
    나)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
    다) 시설기반조성 내용

기계·장비
비 고

품명 수량 단위

퇴비살포기외 4종 8 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비닐피복기 외 15종 1,119(상자,파렛트포함) 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교육용 컴퓨터 4 대

교육관련 장비상, 음향장비 1 식

테이블, 의자 1 식

철골공사 공동작업장,퇴비장, 전동지게차

  4)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사업(2014)

    가)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장비지원
      ◦ 소비자 안전, 안심 먹거리에 한 요구증 로 친환경농산물 안전공급
    나)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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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추진내용

추진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물류
시설

 농산물 시설(선별) 1 ㎡ 149

 농산물 시설(집하) 2 ㎡ 135

장비

 물류차량 1톤 대 1

 선별기 대 1

 건조기 대 1

 착즙,포장기 식 1

물류창고 1 물류창고 2 착즙,포장기 건조기,선별기 운송차량

  5)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2014~2015)

    가)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를 원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

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개량, 종자소독, 생장기 작물의 활력증진 및 생
장촉진, 결실기의 생육증진 및 품질관리, 연작장해 예방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경쟁
력 제고

    나) 추진방향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마을 및 선도 농가에 친환경농자재 

우선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에 기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고시된 친환경농자재 및 농진청 유기농자

재 목록공시 제품 중에서 농업인 자율 선택
    친환경 농자재 효능․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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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무농가 김진택농가 장영규농가

이현숙농가 배영석농가 박세재농가 송태웅농가
  

  6)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단지조성(2014)

    가) 추진배경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체험형 농촌마을 육성과 연계 친환
경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나) 사업결과
      2014년 추진된 왕산면 안소재길 마을에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 장비를 보급함

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 하고 쌈채 연중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초청
행사로 소비자들과의 유 관계를 신뢰를 쌓고 있으며 친환경 먹거리 생산으로 마을 이
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7)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2014~2015)

    가) 목   적
      ◦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
      ◦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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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결과
      ◦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농자재 공급 : 우렁이, 수피, 톱밥, 쌀겨, 미생물제재 
      ◦ 친환경자재 사용법 및 살上지도 : 3회 45명

연도 단체명, 주소
친환경인증현황(ha)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2014

계 34.4 19.2 13 2.2

강동면 율곡로 1 1

임곡리작목반 15.2 6.1 9.1

강릉친환경농업연구회 6.9 1.1 3.6 2.2

강릉유기농업협동조합 4.5 4.5

강릉개두릅생산자협회 6.5 6.5

강동면풍호안길 0.3 0.3

2015

계 19.5 10.7 8 0.8

유기농업협동조합 4.0 4.0

친환경농업연구회 8.9 4.3 3.8 0.8

임곡리야콘작목반 4.8 0.6 4.2

강동면 산성우리 1.8 1.8

유기농업협동조합 친환경농업연구회 임곡리야콘작목반 강동면 산성우리

  8)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2014~2015)

    가) 추진배경
      지역의 청정 환경을 이용한 수도작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저투입 농법을 적용한 

안전 먹거리의 지속적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
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을 친환경 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확 하기 위한 면적 확

가 절 적으로 필요함
    나) 사업결과
      ◦ 왕우렁이농법 활용 친환경무농약쌀 생산(55.4ha/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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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면(1), 강동면(1), 옥계면(1), 사천면(2), 
      ◦ 왕우렁이 적정 입식 도 및 방사기간 준수로 효과 증
      ◦ 왕우렁이 투입 제초효과 극 화 : 98%
    ※ 판매액 : 조곡40kg/71천원(추곡수매 1등급+13천원)-납품

왕우렁이농법

  9)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단지조성(2014~2015)

    가) 목    적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댐 상류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청정 생태마을을 육성하고 친환경 

순환형 생태농업 단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원 공급과 친환경농업 확산
에 필요

    나) 추진방향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 농산물생산 농기반을 구축하고 소

득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생태계 순환형 친환경 농업 선도마을을 육성한다.
      친환경 병해충방제 약제 활용, 친환경자재 투입으로 전농가 친환경 인증을 추진한다.
    다) 추진내용
      ◦ 규모 : 33~35ha/년
      ◦ 친환경농자재 보급 : 친환경자재(충,균제), 왕우렁이, 유박 등
      ◦ 질소비료 및 단백질 함량 감축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밥맛 향상
        ※ 판매액 : 조곡40kg/71천원(추곡수매 1등급+13천원)-납품
  10)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2014~2015)

    가)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계별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등 관계 규정 준수로 공인

기관 인증 득하여 출하 지도
      ◦ 일반농산물과의 上장․디자인 차별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나) 추진방향
      ◦ 친환경인증농산물 上장재 활용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인지도 제고와 홍보전략 차별화로 매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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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도결과

연 도 주  소 성 명
사업량(매)

계획 실적 비율

2014

합 계 4,485 4,485 100

연곡면 진고개로 황*주 1,585 1,585

강릉시 금평로 이*철 400 400

강동면 임곡로 최*순 2,500 2,500

2015

합 계 38,203 38,203 100

성산면 보광리 권*신 18,182 18,182

왕산면 송현리 이*호 2,188 2,188

왕산면 송현리 김*하 4,050 4,050

사천면사기막리 송*웅 3,257 3,257

연곡면 행정리 김*희 5,540 5,540

담산동 표*순 707 707

송정동 최*두 1,924 1,924

연곡면 송림리 강*정 2,355 2,355

  11) 친환경농업실천인 전문기술 정보제공(2014~2015)

    가)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확산과 최신기술 정보 및 유통정

보등을 신속시 전달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나) 추진방향
     ◦ 선진농업기술 및 유통정보 활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기술향상
     ◦ 친환경 농업관련 월간지 정기구독 ⇒ 최신농업정보 습득
     ◦ 선진농업기술 및 유통정보 활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편리제공
    다) 추진결과 : 10농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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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친환경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 보급(2015)

    가) 목    적
      ◦ 토양 양, 수분 지중관비 기술보급으로 물, 비료 절감 및 염류집적 방지
      ◦ 친환경 토양소독으로 인한 토양 연작장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 유통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나) 추진내용
      ◦ 규모 : 2개소 0.2ha
      ◦ 산소관비 일체형시스템 2  압보상 지중점적테이프설치, 원수탱크, 액비탱크, 배

관설비 설치
      ◦ 지중관수 및 친환경 토양소독 신기술 보급 ⇒관수량30%⇣, 수량15~25%⇡
      ◦ 친환경 토양소독에 의한 연작장해, 병해충 방제

배관 작업 시설점검 및 현장교육 딸기 생육

  13)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2015)

    가)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 연중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나) 추진내용
      ◦ 규모 : 1개소 0.1ha
      ◦ 친환경 부추재배 기술적 체계 확립
        - 시설재배로 동계 출하 시 휴면이 낮은 품종 재배, 충실한 종자이용, 시설재배시 

환기를 철저히 하여 잿빛곰팡이병 감소

  연중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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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품질 밭작물 명품화로 농업경쟁력향상

  자급률이 낮아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밭작물에 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생력화 그리고 최신 기술보급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여 외국농산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청정강릉 이미지에 맞고 지역적
응성이 높은 다양한 밭작물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녹색관광 도시농업에 걸맞은 시범사업 추
진에 중점을 두었다.
  1) 친환경감자생산단지조성(2014~2015)

    가) 목   적
      ◦ FTA 응 강릉 감자 경쟁력 강화로 타 지역 감자와 차별화
      ◦ 도시 학교급식 선점으로 식자재 공급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나) 추진방향
      ◦ 친환경 무농약 인증 감자재배 기술적 체계 확립 정착
      ◦ 고품질 친환경감자 생산으로 강릉 표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
      ◦ 무농약 인증- 토양시비처방, 중금속, 무농약 친환경인증 기준 준수
      ◦ 친환경자재 투입 : 퇴비(유기물), 자재(충제, 균제) 등
    다) 추진결과
      ◦ 사업규모 및 친환경인증(무농약) 현황 – 13농가 10ha
      ◦ 토양시비처방, 중금속, 무농약 친환경인증 기준 준수
      ◦ 10a당 조수입 비교(2014 농협 수매가 기준)
        - 수매가격이 일반 비 83%정도 높아 농가 소득증 에 기여

구 분 시범단지(A) 일반농가(B) 지수(A/B) 비고

조수입(천원) 1,900 1,314 145 950원/kg  

 농자재 배부 수량조사  수   확

  2) 우량콩선발보급 채종포 운영(2014~2015) 

    가) 목    적
      ◦ 강릉콩 품질고급화를 위한 자체채종 기반조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 소비자 선호도 높은 립종콩 보급기반 유지로 콩재배농가 소득 향상
      ◦ 우량종자 농가 자율교환 정보제공과 종자수급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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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내용 : 2개소 1ha(0.5ha/년)
      ◦ 수취가 높은 립종 백태와 서리태의 안정공급 기반 유지
        - 총 생산량 : 1,560kg( 왕1,080kg, 서리태 480kg)
        - 정선후 자율교환 콩 생산량 
          ∙ 2014년) 700kg ( 왕 500kg, 서리태 200kg)
          ∙ 2015년) 600kg ( 왕 400kg, 서리태 200kg)

생육중기 수확후 탈곡

  3) 콩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2015) 

    가) 목    적
      ◦ 신품종을 이용한 콩 2모작(감자,채소 등 + 콩) 작부체계 재배기술 정착
      ◦ 콩 2모작 생력농기계 투입 및 경 의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나) 추진내용

면적 참여농가 세부내용

10ha 29명
∘생력농기계 및 부속기 12종 33대
∘품종전시포 조성 2개소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생력기계를 통한 주요 작업의 기계화율 제고 
        - 비닐피복, 수확, 탈곡, 정선 등 주요 농작업 노동절감률 85%
      ◦ 농작물재해 보험 자부담 가입으로 자연재해 위험 헷지 : 가입면적 10ha내외 
      ◦ 콩생산물 수매 약정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 한 살림 등 2개 업체

병해충공동방제 올콩 생육중후기 공동탈곡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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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작목 기술지원

가. 채소원예 기술지도

  1) 추진배경

    다변화 하는 농업여건 속에 강릉농업의 나아갈 방향 및 발전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수
출 및 내수 품목을 구분하여 수출품목은 ICT도입, 농약안전사용, 수경재배, 품목별 ID관
리로 수출의 지속성을 확보하 으며 내수품목은 비교우위작목 육성을 위해 토마토 연중
생산체계, 국내육성 신품종보급, 노지채소 생산시기 및 연작 체 기술보급과 더불어 현
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도·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 운 으로 현장 착형 기술 보급 
및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 음.

  2) 추진실적

    수출 및 전략작목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직거래 농산물의 차별화, 품질향상, 소비자 기
호도 충족을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육성한 흑색토마토, 신품종 딸기묘 공급
으로 종묘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호박 인큐베이터 재배, 딸기 수정벌, 과수 인공수
분 처리기술을 80개소 36.5ha 보급하 으며,

    노지고추의 조기 다수확 재배를 위해 온도, 바람, 서리 등 기상환경 제어가 가능한 소
형터널 부직上 덮기 기술 실천으로 정식기 단축과 수확기간 연장 및 터널시설과 절화망
을 이용한 복합유인방식에 따른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단지를 6개소 0.4ha 설치하 음

 

고추정식 부직포막덮기 유인시설 영농자재

    고랭지 무, 배추는 수입량증가, 소비량감소, 가뭄, 장마 등 외부요인에 의한 농업인의 
경 여건이 어려움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장기간 연작재배에 따른 토양물리성 약화, 토양
병해충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광물질인 세리사
이트를 32개소 40ha를 공급하 음.

    여름딸기 생산량의 60%가 국내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산 묘의 수급, 로열티 등의 
경 구조 개선을 위해 고랭지농업연구센터에서 육성한 고하, 열하품종을 시험재배 및 육
묘기술 확립을 위해 1개소 1.0ha로 설치하 음.

    토마토 단동하우스 사계절 효율적 활용성 증진을 시설내에 소형보온 터널을 설치하여 
반촉성 및 저단 식 촉성재배로 겨울철 출하와 여름철 고온 예방을 위해 측창과 천창을 
동시에 개폐하여 고온예방과 폭설위험에 비하여 토마토 연중생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19농가 1.7ha로 설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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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공급시설부 CO2 공급 제어장치 CO2 센서기

소형터널 반촉성(2~8월) 소형터널 저단밀식 촉성 소형터널 난방기

기능성피복재(PO필름) 천측창동시개폐장치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개선

    수출품목인 파프리카는 ICT 농업기술 접목을 위해 난방방식은 기존 경유에서 경유와 
전기에너지를 결합한 난방기술을 1개소 0.2ha와 동계 시설내 적정 CO2 유지 및 광합성 
촉진을 위한 공급시설을 3개소 1.6ha  조성하 으며 세부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진
하 음. 

  <채소분야 시범사업 현황 >

년도 시범사업명
규모
(개소)

면적
(ha)

설치장소

2014

수출 전략작목 생력화 기반조성
고추 조기다수확 생력재배 단지조성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첨단시설 활용시설 에너지절감 농법

47
6
1
1

17.5
0.4
1.0
0.2

강릉시 관내
강릉시 관내
왕산면 송현리
연곡면 동덕리

2015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고랭지채소 토양환경개선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
파프리카 광합성 촉진 기술보급

43
32
19
3

19
40
1.7
1.6

강릉시 관내
왕산면
강릉시 관내
사천면, 연곡면, 옥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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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분석

    딸기는 품종의 단일화에 따른 생산시기, 품질, 수량성 등 경 자간 차별성이 낮았으나 
산타묘의 공급으로 우량묘 확보의 중요성과 수확시기, 경도, 당도 등 농장 여건에 맞게 
분산재배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과수는 이상기후, 화분 매개곤충 도감소로 인공수분 
기술정착으로 정형과 생산 기틀을 마련하 음.

    기후 온난화에 따른 변화된 농업기술 접목이 요구되면서 노지 고추 소형터널 부직上 
막덮기 기술로 정식기를 30일 단축함에 따라 수확기는 20일 생산량은 30% 향상시켜 농
업인 소득증 에 기여함.

    고랭지채소 단지는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세리사이트를 투입하여 토양 병해 도를 감
소되었으며, 또한 병해충관찰上,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 체작목 눈개승마 시범上 조
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함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추진한 토마토 연속생산 단지조성 참여농가의 소득
은 10a당 10,620천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제한된 조건에서 
계절별 환경제어로 생산시기 조절과 고온기 작업자 보호, 폭설 등 기상재해 예방으로 단
동하우스 활용도를 높 음.

    파프리카 난방방식 전환으로 경유는 6,000천원/10a이 투입되지만 무공해인 신소재인 
나노탄소섬유적외선등 도입으로 난방비를 50% 가량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와 습도조절, 
살균작용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고, 농가보급형 CO2 시설 보급 외부환경에 따른 자동농
도제어로 착과 및 생육촉진 시키는 스마트팜 기반을 마련하 음

  4) 금후계획

    채소원예 신기술 조기보급 및 에너지절감 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 비 절감을 
통해 개별 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나. 과수원예 기술지도

  1) 추진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이상기후로 개화시기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저온으로 방화곤충의 활동이 둔화함으로 안정적 과수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기후온
난화에 따른 식생 의 북상으로 강원지역이 사과 등 과수 재배의 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지역 경쟁력 높은 과종을 선정하고, 지역 부존자원인 이탄토와 자체 조직배양 묘목 
생산기반을 토 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농업기반 
마련을 목표로 고품질 과수생산기술지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 음. 

 2) 추진실적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개화기 저온피해를 경감하여 결실안정을 기하기 위해 꽃가루를 
이용한 인공수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3과종 24.4ha규모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공급
하 으며, 비래해충인 꽃매미 방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 上도과원 및 인근지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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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묘목 이탄토 우드칩 포장조성 전경

동방제를 실시하 다.
    강릉 표작목인 감의 가공 상품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성과원을 중심으로 22농

가에 곶감 가공장비를 보급하여 곶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 음.
    블루베리는 지역 부존자원인 이탄토를 활용하여 지역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여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무병종묘를 공급하고 8농가 1ha 규모의 신규과원을 조성함과 아
울러 청정강릉 블루베리의 명품화를 위해 기개발한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블루베리 上장
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강릉블루베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품질고급화의 기반을 마련
하 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 관내 上도품종의 90%를 차지하는 캠벨어리품종 일

변도의 재배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상의 일환으로 씨없는 3배
체 시설上도 단지 0.2ha를 조성하여 上도재배농가들의 신품종재배에 한 불안감 해소
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관내 上도농가들의 관심과 신품종 재배에 한 의욕을 고취시
켰다.

  <과수분야 시범사업 현황 >

년도 시범사업명
규모
(개소)

면적
(ha)

설치장소

2014
저비용 블루베리 과원조성 

저비용 블루베리 포장재지원
강릉대표작목 감 가공상품화       

8
23
22

1.0
15
18

강릉시 관내
강릉시 관내
강릉시 관내

2015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
2

15
0.2

강릉시 관내
강릉시 관내   

  3) 평가분석

    신품종 3배체 씨 없는 上도보급 및 재배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上도 소비자의 기호 다
양화 및 씨 없는 上도 선호도를 충족하고, 자체육성 上도 확 보급으로 上도농가의 경쟁
력향상 및 전문농업인 육성의 기반 마련에 일조하 음.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블루베리 과원조성 사업 및 생산농가의 경 비를 절감
하고, 경쟁력향상을 위해 추진한 블루베리 上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강릉블루베리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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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홍보하고, 청정이미지를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으며, 향 후 예상되는 소
과류의 생산량 증가와 잉여 생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를 통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
해 추진한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특허기술을 가장먼
저 도입하면서 강릉블루베리의 청정이미지와 청결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음.

    1998년 시작한 감 우량묘목 보급사업의 결과 우리지역 감생산량이 증 되면서 초기 
생감위주의 소득구조에서 전통곶감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상품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사라져가는 강릉곶감의 명성을 되살리는 우수한 곶감가공 농가를 양성
하 다.

자동박피기 건조기 곶감선별기 조각기

  4) 금후계획

    FTA 등 농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적응 작목개발을 위해 과수 신품종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여 실질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형 복합형 지
도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다. 화훼, 산채 기술지도

  1) 추진배경

    화훼는 종자비 상승, 엔저 및 국내소비 침체로 인한 꽃소비 감소 등 재배농가의 경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훼농가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화종변경 등 실질소득 증 를 위
해 애로기술보급 및 품목변화를 꾀하고 있음. 강릉 개두릅은 전국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신소득 작물 도입과 연계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을 

표하는 품목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지원 및 품종 변화를 꾀하고 있다. 
  2) 추진실적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와 함께 신규 화훼농가 및 면적의 증가로 동일 품목재배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화훼농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조직화
를 통한 출하시기 및 품목조절이 가능하도록 화훼농업인들의 조직화를 독려하여 화훼농
가 품목연구회를 결성하 다. 

    절화류 재배농가의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경 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 를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성 절화류 품종보급 및 근권냉난방이용 저온성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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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티스다 및 라넌큘러스 외 4종을 보급하여 품질고급화를 통
한 화훼농가의 시장경쟁력을 제고, 소득증 에 기여하 다.

저온 절화류 정식 라넌큘러스 근권냉난방시범 농업인의날 화훼전시

    산림청 제14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강릉 개두릅은 전국제일 생산량을 차지하는 우
리지역 표작물로 지속적 육성을 위해 기존 가시 있는 품종에서 가시 없는 품종으로의 
재배기반 확 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청송품종과 우리지역의 재래종 품종을 
19농가 3.1ha규모로 조성 하 으며, 개두릅 CI 개발을 바탕으로 2014년 신선채소외 2종
을 상표등록 하 다.

    전국 최 면적의 개두릅 생산기반 구축 상표권 등록과 함께 개두릅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면서 일시적 고온에 따른 수확량 급증과 이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
기 위해 6개면 8개소에 저온저장고 8동을 설치하 음.

  <화훼 산채 분야 시범사업 현황 >

년도 시범사업명
규모
(개소)

면적
(ha)

설치장소

2014
- 에너지절감을 위한 저온성 절화류      
  품종보급(라넌큘러스)
-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9

8

0.5

83㎡

강릉시 관내

강릉시 관내

2015
- 근권냉난방이용저온성화훼생산시범  
- 고품질개두릅 생산단지조성

3
1

0.3
3.0

구정면
강릉시 관내

 

  3) 평가분석

    겨울철 저온성 작물인 라넌큘러스, 스타티스 등 2품목 10종을 보급하고, 지하수를 활
용한 근권냉·난방시설을 활용한 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일반 절화 비 경 비 30% 절
감효과와 구근 증식 기술 습득으로 구근 자급기반을 마련하 음.

    개두릅 저온저장고 보급으로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고품질 개두릅 공
급기반을 마련하 고, 민가시 개두릅 면적 확 로 기존 가시 있는 개두릅 비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 실질소득향상을 달성하 다.

  4) 금후계획

    지속적인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화훼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구자
급화, 국내품종의 활성화, 신규품목 발굴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과 신소득원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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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전국 최고 규모의 개두릅단지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CI, BI를 활용하여 전국 최고브
랜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지도할 계획임. 

5. 특화작목 육성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의 변화속에 특화작목팀은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을 위한 신품목 도입과 시험재배 및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시험上장(솔향농원)을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 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블루베리, 갯방풍, 산마늘 우량묘 생산 및 분양으로 지역의 
표작목 확  보급에 노력하 고, 신규도입 품목은 기능성 식품인 아마란스 외 10품목 재배
를 통하여 지역 적응성 시험 및 보급가능성을 검토하 고 일부 립종 콩은 농가 종자용으
로 4종을 보급하 다. 그리고 `14년 조성 완료된 과수시험上장은 재식 2년차(`15년)로 지역
에 새롭게 보급할 과원 모델화 및 수형개선을 목적으로 上장을 관리 하 으며 또한 조직배
양실은 기존에 추진중인 블루베리와 공기정화식물 조직배양은 축소하고 새로운 품목 민가
시개두릅 조직배양묘 생산기술 정
립에 중점을 두고 배양실을 운 하여 슈트 발생 및 일부 개체 성체 발생을 성공하 다.  

가. 솔향농원(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14년 새기술실증시험上 명칭을 오죽농원에서 “솔향농원”으로 변경하 다. 기존에 농원
은 오죽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으나 새기술실증시험上(`13년) 이전 후 오죽관련 상품화는 축
소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그중 갯방풍, 산마늘, 
개두릅 품목의 재배기술 정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 및 上장을 새
롭게 정비하 다. 또한 새기술실증시험上 이전을 통하여 현재까지는 신규上장 환경정비를 2
년간 추진하여 시험上의 기본적 모델은 조성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농업현장 
중심의 시험上로 개선해 새롭고 다양한 품목의 지역 활력화 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과학영농시설(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운영

   `12년부터 지역의 표작목 육성을 위한 블루베리의 조직배양묘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매년 농업인들과 일반시민들을 상으로 블루베리 묘목을 7천주씩 유상분양하고 있
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2천주씩 무료 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14년부터는 민가시 개두릅 조직배양기술 개발을 시작하 다. 최초 유엽의 절편을 이용
하여 캘러스를 유도하고, 체세上배를 형성하여 유식물체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완전식물체
를 만드는 기술로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현재는 기내에서는 1,000주 정도 배양하고 있
으며, 완전식물체 350주를 유리온실에서 순화중에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민가
시 개두릅 묘목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 및 순화기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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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포장현황  

계 11,800 -

오죽분재증식포 200 • 오죽분재 노지 증식포

과수 수종별 실증시험 3,779 • 체리, 사과, 복숭아, 감, 포도, 블루베리 포장

갯방풍 노지재배상 324 • 갯방풍 노지 육묘상(3상) 재배

기     타 7,497 • 기타 1년생 작물

다. 사업별 현황 및 추진결과(`14, `15)

  1). 솔향농원(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가). 솔향농원 현황
      ◦ 위  치 : 강릉시 연곡면 남평길 74-25(솔향농원)
      ◦ 규  모 : 1.5ha(시설 0.32  노지 1.18)
        · 시설

시 설 형 태 면 적(㎡) 포 장 현 황  

계 3,163 -

3연동 하우스 1,000 • 오죽분재원, 블루베리 등 육묘상 

2중연동 하우스 560 • 블루베리 성묘 관리 및 작물 시험 생산포

2중 단동하우스(3동) 990(330/동) • 갯방풍 관비재배, 토경재배, 채종포

2중 단동하우스(1동) 165 • 갯방풍 채종 및 잎 생산

1중 단동하우스(2동) 448(224/동) • 개두릅 간작(가시+산마늘)/(가시+갯방풍) 재배 
  

       · 노지

    나) 강릉오죽 자원화
      ◦ 분재 생산 및 홍보·판매

분재(노지) 생산(주) 분올리기(점) 홍보용분양(점) 판매(점)

200 160 20 45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백화현상 발생 ⇒ 차광처리에 의한 백화 억제효과
    다)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
      ◦ 목적 : 과수 수종별 수형개발 및 정지전정 기술 정립, 지역 적응시험
      ◦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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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5종 1,750㎡(체리, 사과, 복숭아, 감, 上도)
      ◦ 품목별 추진내용

품목 면 적 과원형태 재식거리 적용기술 및 결과

체리
(5품종)

300㎡ 일반과원 4×3m
·수형잡기 : 4종류 수형
·중점 병해충 : 세균성구멍병, 유리나방

사과
(3품종)

300㎡ 밀식과원 3.5×1.8m
·수형잡기 : 세장방추형
·중점 병해충 : 겹무늬썩음병, 나방류, 응애  

복숭아
(3품종)

450㎡ 일반과원 5×5m
·Y자형 수형잡기, 적심기술 적용
·중점 병해충 방제 : 순나방류, 유리나방, 
                   세균성구멍병

감
(3품종)

650㎡ 일반과원 5×5m
·개심자연형 수형잡기, 유전자원포 접목(12종)
·중점 병해충 방제 :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포도
(3품종)

350㎡ 일반과원 3×5m
·포도덕 및 비가림시설 설치 : 3라인
·수형잡기 : 개량평덕식수형

      ◦ 향후 계획
        · 수형관리 : 연차별 품목별 수형잡기 추진(정지전정, 유인작업)
        · 착과관리 : 수령별 연차적 착과관리(`16년 : 체리, 사과, 복숭아)
        ⇒ 품종별 성수확기 : 재식 후 사과(4년), 복숭아(5년), 체리(5년)
    라) 신규작목 도입 시험재배
      ◦ 목 적 : 신규작목 도입 재배로 생산력, 지역 적응력 실증
      ◦ 품 목 : 아마란스, 퀴노아, 보석찰보리, 적배추, 과일무 외 6종
      ◦ 재배면적 : 450㎡
      ◦ 주요 품목별 경종개요 및 특이사항 
        · 보석찰 보리 

재배면적 파종일 파종방법 수확일 수확량

495㎡ `14.10.17. 줄뿌림 `15.6.17. 150kg(산물) 130kg(건물)  

      ⇒ 유색(보라색) 보리로 기능성 및 농가 보급가치 높음
        · 과일무

재배면적 파종일 파종량 최종본수 수확일 생산량

2두둑 2줄재배 (60cm×30m) 8.20 1,320립(1구3립) 440개 10.27 ~10.31 1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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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은 일반무 속은 빨강색으로 기능성 높음, 소비자 반응 좋음
        · 콜라비

재배면적 파종일 파종량 정식일 수확일 생산량

3두둑 3줄재배 (60cm×30m) 7.29 2,000립 8.24. (1,000본) 10.30 ~ 11.20 416kg

      ⇒ 양배추, 무 교잡종으로 무 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 적배추  

재배면적 파종일 정식일 수확일 생산량

3두둑 2줄재배 (60cm×30m) 7.29. 8.20. (450본) 11.27.~12.4. 180통

      ⇒ 적양배추 교잡종으로 기능성은 높으나 소비자 호응도 낮음
        · 아마란스

재배면적 파 종 정 식 수 확 생산량

3품종 165㎡ (분홍,자주,주황) 5.18. 6.16. 10.6. 18kg  

         ⇒ 기능성 많은 곡물이나 도복, 탈곡, 정선 등의 문제점으로 
            보급가치 낮음
    마) 성장동력작목 실증재배 및 우량묘 생산
      ◦ 목 적 : 지역의 부존자원 등 지역의 특성화 작목 육성, 보급
      ◦ 품 목 : 갯방풍, 산마늘, 개두릅, 블루베리
      ◦ 추진결과
        · 갯방풍 

묘생산량 묘 활용 경종 및 결과

50만본

농가분양
센터
활용

`14년

· 1차파종 : `13. 11.6(육묘상자300개)
  - 5℃ 저온 10일 냉처리 후 파종
· 2차파종 : `14. 4.3(육묘상자300개)
  - 노지 노천매장 후 봄 파종
  - 발아율 20%(노천매장 중 부패종자발생) 
· 묘 분양 : 29만본(1기관 7농가)
· `14종자채취 : 10kg ⇒ 노지파종

41만본 9만본 `15년

· 파종일 : `15.10.28.(육묘상자 200개)
         - 5℃ 저온 30일 냉처리 후 파종
· 발아시 : `15.11.20.
 ※ 2차파종 : `16년 이른 봄 파종
         - 노지육묘 및 육묘상자 추가 파종
         - 파종량 : 20만본 내외 
· 묘 분양 : 12만본(시범사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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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늘   
                                                    (`14년)

구 분 묘 생산 및 굴취 분양 및 활용 경종 및 결과

실생묘 250,000구 노지포장 정식
·파종 : `13.7.20(육묘상자 250개)
·노지정식 : 10월29일.2년 후 종구분양

성  묘 15,000구 10농가 분양
·굴취 : 10월23일 종구 굴취(7년생)
·분양가격 : 300

                                                                       (`15년)

구 분 육묘본수 육묘연수 분양 및 활용 경종 및 결과

노지
육묘

10만본 2년생 `17년 농가분양
·노지정식 : `14.10.29(육묘상자 250개)
·이전식재 : 12월 종구 이전정식

         · 개두릅
                                                         (`14년)

면 적 무가온피복 첫 수확일 경종 및 기술적용, 고찰

448㎡ `14.1.15. 3.31

· 재배형태 : 1중시설 2동(가시,무가시)
· 무가온피복 : 1월 15일 측창 밀폐
· 성 수확기 : 4월 10일 전후
· 생산물 : 시식용 및 생산량 검증용사용
· 수확기 : 수확기 노지보다 10~15일 정도
          조기 생산 

                                                                           (`15년)

면 적 무가온 피복 발아기 첫 수확일 경종 및 기술적용, 고찰

448㎡ `15.1.19. 3.23. 4.6

· 재배형태 : 1중시설 2동(가시,무가시)
· 무가온피복 : 1월 19일 측창 밀폐
· 성 수확기 : 4월 15일 전후
· 생산물 : 시식용 및 생산량 검증용 사용
· 수확기 : 수확기 노지보다 8~10일 정도
          조기 생산 

  2) 과학영농시설(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운영

    가). 목  적
      ◦ 新 성장동력 작목 「블루베리」 조직배양묘 안정적 생산
      ◦ 지리적 표시제에 부합하는 부존자원「민가시 개두릅」 량 증식 체계 구축
      ◦ 첨단 과학 농시설 이용 고부가가치 자원 발굴 및 현장학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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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  황 
      ◦ 조직배양실 119㎡, 순화유리온실 376㎡ 
    다) 결  과
      ◦ 블루베리 조직배양 및 순화 묘 생산 : 32,452주
      ◦ 블루베리 조직배양묘 분양 : 15,646주
      ◦ 공기정화 식물(스파티필럼,싱고니움) 조직배양묘 생산 : 2,000본
      ◦ 민가시 개두릅 조직배양묘 기내증식 : 1,000주
      ◦ 농업인의 날 나눔행사 : 블루베리(2,100주), 공기정화식물(1,900주)
    라) 향후계획
      ◦ 블루베리 품종별 기본식물 유지, 기내증식 유전자원 확보
      ◦ 민가시 개두릅 조직배양묘 량생산 체계 확립
  3) 시험연구사업 추진 결과

    가) 민가시 개두릅 조직배양 기술 확립
      (1) 결과 및 고찰
       ◦ 배양시료는  잎 출현 후 윤기가 나고, 엽맥이 굵은 것이 캘러스 생존율 높음
       ◦ 초 배양 16주 후에 어뢰모양의 체세上배 형성 
       ◦ 체세上배 형성 4주 후에 유식물체 출현

표 1. 민가시 개두릅 조직배양 배지조성표

구분 MS
슈크로스 겔라이트 숯 2,4-D TDZ ABA

조건 배양기간
- g/L - - mg/L -

초대 1 50 3 - 1 0.1 - 명배양 1개월(5/7)

계대 1 50 3 - 0.2 0 - 명배양 1개월(6/9)

계대 1/3 50 3 - 0 0 - 명배양 1개월(7/7)

계대 1/2 15 3 - 0.15 - - 명배양 1개월(8/13)

계대 1 30 5 0.2 - - 0.1 명배양 1개월(9/15)

계대 1/2 20 3 0.1 - - - 명배양 1개월(10/06)

캘러스 배양 체세포배 발아 유식물체 출현 완전식물체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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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점 및 책 
        ◦ 유식물체 순화기술 정립 필요
        ◦ 향후 노지에 이식할 수 있는 묘령 및 활착 유무 확인
    나) 갯방풍 재배기술 개발
      (1) 결과 및 고찰
        ◦ 갯방풍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는 모잘록병, 연부병, 녹병이며,
        ◦ 충해는 작은뿌리파리, 응애, 진딧물, 나방류 등임.

작은뿌리파리 유충 배추좀나방 애벌레 진딧물 피해

        ◦ 재배방법 및 재식거리에 따른 갯방풍 잎의 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 갯방풍 잎 수확은 2015.6.1.~10.20. 까지 총 6회를 하 으며, 1회 수확시 30

일의 생육기간이 소요됨
        ◦ 비가림 토양재배시 재식 도가 높은 10×10cm 처리구에서 단위면적(㎡)당 수

확량이 13.8kg으로 많았음
        ◦ 비가림 토양재배에서 재식거리별 1회 수확시 평균 1~2kg 수확이 가능하며, 비

가림 모래재배에서는 0.7~1.2kg/㎡ 수확이 가능함

표 2. 재배양식에 따른 갯방풍 잎 수확량 비교(kg/㎡)
재 배 양 식 10×10cm 10×20cm 20×20cm 20×30cm 수확회수z

비가림 모래 7.0 6.9 5.0 4.1 6회

비가림 토양 13.8 11.1 9.1 6.9 6회

노  지 모래 9.9 - 7.1 4.8 6회

        ◦ 무차광 및 70% 차광처리시 재식 도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 0.38~0.69kg/㎡
의 수확량이었음

표 3. 시설하우스 모래재배 및 토양재배 차광재배(kg/㎡)
구  분 10×10cm 10×20cm 20×20cm 20×30cm

시설모래
무처리 0.66 0.59 0.46 0.45

70% 차광 0.69 0.59 0.41 0.38

시설토양
무처리 1.02 0.82 0.63 0.46

70% 차광 1.08 1.33 1.0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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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는 1회/주로 총 9회를 500배 희석액으로 엽면살上 하 음
        ◦ 비가림 모래재배와 비가림 토양재배에서 클로렐라 처리구가 무처리 및 기초 

양액 처리구 비 생육촉진 효과는 없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클로렐라 처리
구의 생육이 저조하 음

표 4. 클로렐라 처리에 의한 갯방풍 생육촉진 효과(kg/㎡)
재 배 양 식 처리구 10×10cm 10×20cm 20×20cm 20×30cm

비가림 모래

무  처  리 0.95 0.84 0.62 0.62

클로렐라액 0.79 0.61 0.68 0.44

기초 양액 0.87 0.81 0.70 0.54

비가림 토양

무처리 1.48 1.28 0.98 0.65

클로렐라액 0.90 1.12 1.01 0.45

기초 양액 1.08 1.33 1.04 0.53

     
      (2) 문제점 및 책 
        ◦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여 생육기간중 지속적인 예찰활동 필요
        ◦ 월별 병해충 발생양상, 도 및 방제력 기록 유지
        ◦ 식재년수의 증가와 잎 수확량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할 필요
        ◦ 차광망의 차광율(35%, 50%, 70%)에 따른 생육을 비교할 필요
        ◦ 전 생육기간 동안 차광망 처리 및 간헐적 처리시 생육비교
        ◦ 클로렐라 배양액에 갯방풍 종자 침지시 발아촉진 효과 검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