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단체총연합회 현안 간담회 계획
 간담회 계획

❍ 일    정 : 2019. 9. 2(월), 12시

❍ 장    소 : 별당막국수(춘천 약사동)

❍ 주요내용 : 주요현안 건의, 정책협약사항 이행 요구 등

❍ 참석대상 : 총연합회 11, 도 3  * 배석 : 농정국장, 농정과장

   - 총연합회 곽달규, 한농연 최흥식, 한여농 남숙현, 축단협 박영철

    친환경연합회 최근환, 전국농민회 신성재, 6차산업협회 박상운 

    새농민회 이재석, 4-H 안경주, 생활개선회 김형숙, 백합생산자 이형용

 총연합회 개요

❍ 단 체현 황

- 설 립 일 : 2019. 4. 16.

- 조직구성 : 회장 곽달규(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장)
* 부회장 4, 사무총장 1, 감사 2, 이사 16명

- 가입단체 : 21개 단체(약 3.8만명) * 단체현황 붙임

❍ 주요역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에 주도적 역할

- 농업정책 건의 및 시책 발굴 등 대안 제시

- 농업정책협약 및 중앙정부·도·시군 등 위탁업무 수행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및 농업 지키기 여론 확산 운동

- 단체 화합행사 추진, 재난복구 및 농촌봉사활동 전개 등



 ’20년 농정협약 현황

❖ (민선7기 공약) 전국 최초 「농민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정책수립단계 참여기회 확대 및 협약 등 공감과 협치 구현

 m 농업성장 정체로 해결방안 모색 * 20여년간 농업소득 1천만원 수준

 m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예산대책 강구 → 농업인 공감과 협치

   - 직불제 개편, 도 차별화 정책예산 등 전국 최고 농업道 실현을 위한 혁신

〔그간 추진사항〕

 연합회 구성 준비위원회(’18. 3~8월 / 6회) / 창립총회 및 출범식(’18. 9. 10) 

 총연합회 한마음 가족대회 개최(’18. 11. 13)

 강원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등기(’19. 4. 16)

 총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샵 및 정책협약 협의회(’19.6~7월, 3회)

 2020년도 농업・농촌 정책협약 체결(’19. 8. 9)

 m 주요내용

  - 도와 농업인 대표 간에「농업정책(예산) 협약제」전국최초 시행

    지방분권에 맞게 농업 주체 정책참여 기회 보장, 농정 추진역량 제고

     * 단체별 요구사업 및 예산안 협약(농업인단체장-도지사 MOU)

  - 농업인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현장 희망사업 예산 집중투자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농촌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 확보

    기존 사업의 보완, 일몰 정리 등 사업별 규모화 및 차별화 중점 추진

< 정책협약 개요〉

농업정책

발굴

(단 체 별 )

(2~5월)

➡

정책협약

안건 검토

(총 연 합 회 )

(6월)

➡

관련부서 

협의

(안건별 검토)

(6~8월)

➡

정책협의회 

개최

(도+총연합회)

(8월)

➡ 수   용 ➡ 정책협약
(협약서 작성: 8월)

➡ 불수용 ➡
반영불가

장기과제



<붙 임>

※ (     ) : 간담회 참석자

단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월 회 원 수 비 고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곽달규 18.9월 21개�단체 회장

(축단협)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박영철 99.8월 2,253명 부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신성재 92.2월 1,700명 부회장

친환경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최근환 11.1월 2,044명 부회장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생활개선회 前 회장)

임동숙 부회장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이병우 76.1월 300명 감사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前 회장)

김철귀 감사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전병설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최흥식 87.12월 6,079명

이사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남숙현 96.8월 2,096명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곽달규 00.9월 7,107명

생활개선회 강원도연합회 김형숙 94.10월 6,343명

4-H회 강원도연합회 안경주 81.11월 561명

새농민회 강원도회 이재석 65.8월 538명

한국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 곽노승 98.11월 3,956명

한국백합생산자강원도연합회 이형용 08.5월 83명

강원도 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박상운 17.8월 147명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회 한승규 75.1월 36명

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 박광식 99.9월 3,258명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오일호 16.9월 58개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남광현 96.2월 400명

(축단협) 한국낙농육우협회 강원도지회 이건영 92.8월 150명

(축단협)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김익수 76.12월 1,200명

(축단협)대한양계협회 원주시지부장(산란) 안기선 89.3월 21명

(축단협) 강원도 후계축산인 협의회 길용한 15.12월 300명



’20년 농업농촌 정책협약 사항

❍ 협약내용 : (제안) 22개 → ’20년 반영 15 / 중장기 6 / 불수용 1 

  - (강 원 도) 협약사항에 대한 ’20년예산 반영・제도개선 등 적극 이행 

  - (총연합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및 소득증진 정책추진 협력

  ⇨ ’20년도 27개사업 786억원(도 340, 시군 331, 자부담 115)

협약과제 목록 담당과 검토 비고

1.농업인단체총연합회 대의성 강화 및 역량강화 지원 농정과 수용

  1-①. 농업・농촌 정책협의 상대 단일화 및 간담회 정례화 농정과 수용 비예산

  1-②. 회원단체(21개)별 역량강화교육 지원 전부서 수용

2. 농촌환경・건강보호 미세먼지 대책(저감장치 지원) 추진 친환경농업과 중기

3. 도 농업특수성 반영, 여성농업인, 고랭지농업 전담조직 신설 농정과
유통원예과 수용 비예산

4. 여성농업인 지원시책 확대 농정과 수용

  4-①.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건강검진, 편의장비 등) 농정과 수용

  4-②. 외국 여성농업인단체 교류 확대 농정과 수용

5. 농민수당 조속 실행 및 농업종사 주체별(여성농) 지원 농정과 단기

6. 남북 농업교류사업 농업인단체 참여 및 역할 확대 농정과 중기

7. 농자재(농약・비료) 50% 지원(경영체 등록 한정) 친환경농업과 장기

8. 현실성 있는 쌀 수매가격 결정 친환경농업과 중기

9. 강원도 푸드플랜 수립 및 농업인 참여 유통체계 구축 유통원예과 수용

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방안 추진 축산과 수용

11.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추진 축산과 수용

12.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방안 마련 축산과 수용

13. 도 청정이미지 연계 차별화된 축산인증시스템 구축 축산과 수용

14. 강원축산물 수출 지원방안 마련 축산과 수용

15. 축산 경영안정 위한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지원 축산과 수용

16. 강원한돈 광역브랜드 통합운영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축산과 중기

17.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배정 확대 지원 농정과 수용 비예산

18. 가뭄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 친환경농업과 수용

19. 미래농업인재 육성위한 청년농 지원시책 확대 농정과 수용

20. 청년농 기준연령 상향(50세) 및 명칭변경(청장년) 농정과 불수용 비예산



❍ ’20 예산반영 소요액

과제

변호
협약과제(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78,617 34,048 33,122 11,447

1-②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15회 188 150 38 농정과

4-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20천명 1,000 250 250 500 〃

4-①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4,000대 2,400 720 1,200 480 〃

4-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8,000세트 400 120 200 80 〃

4-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 20,000명 4,000 1,600 2,400 〃

4-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 5개소 900 360 540 〃

4-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1회 3 3 〃

4-② 여성농업인 국제심포지엄 1회 30 30 〃

9
강원도 푸드플랜 수립 및 
농업인 참여 유통체계 구축

1식 200 200
유통

원예과

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300호 600 90 210 300 축산과

11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512개소
(300톤)

8,187 1,342 3,877 2,968 〃

12 동물복지형 축산실현 방안 5개소 1,430 300 700 430 〃

14 강원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1식 25 8 17 0 〃

15
축산 경영안정 및 효율화를 위한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지원

77,422톤
(11,270ha)

17,594 3,007 8,186 6,401 〃



과제

변호
협약과제(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8-① 밭 가뭄대비 종합대책(둠벙) 사업 15개소 4,540 2,270 2,270 -
친환경
농업과

18-① 밭작물 가뭄대책(관정) 사업 6개소 260 160 100 - 〃

18-① 밭기반정비사업 18개소 15,760 12,608 3,152 - 〃

19 청년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 200 60 140 농정과

19
청년 농업경영주 자립형
안심공제

500명 2,100 1,470 630 〃

19
예비 청년농부 창업
준비금 지원

100명 400 200 200 〃

19 청년 정착 하우스 조성 2개소 16,000 8,000 8,000 〃

19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40명 1,000 400 400 200 〃

19 청년농부 CEO브랜드 육성 50명 250 100 100 50 〃

19 청년 취업농(팜쉐어)지원 20명 100 50 50 〃

19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경감 지원

560명 900 450 450 〃

19 청년농업인교육 1식 50 50 〃

19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10개소 100 50 50 〃



〈말〈말〈말 씀씀씀 자자자 료〉료〉료〉

❍ 민선 7기 공약으로 농민참여 예산제 시행하기로 약속드렸음

❍ 지난 8. 9일 ’20년 농업・농촌 정책 협약 체결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로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 바람.

❍ 농업 현장 희망사업이 협약에 많이 반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협약된 과제는 ’20년 당초예산부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림

❍ 협약과제 외에도 공약사업 중「소규모 농가 소득보장 직불금」

   지급 약속 드렸으나, 농업인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정책효과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 도내 67천 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농민수당」도입  

 적극 검토 중임 

  - 이른 시일내에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하시면 도와 도의회도   

 참여토록 노력 하겠음

  - 사회보장협의, 공론화 절차 등 조속히 마무리 하여 내년에는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음

❍ 총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훌륭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림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나은 농정을 위해 늘 함께 고민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