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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축산
1. 농정관리

가.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발효되면서 국가 상호간 농축산물 수출 입 환경 변

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문제

로 대두되었다.

FTA 발효 후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상대적 생

산량 감소 및 동반 가격 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함께 시

설현대화를 통한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농정방향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시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6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하기로 하고 농업소득보전대책사업 513억 원, 농업인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655억 원, 농업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사업 624억 원,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 858억

원 등 총 2,650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 집중육성과 브랜드 농축산

물로 그 품질을 믿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 일반현황
〈 농지면적 및 농가 현황 〉  (단위：㏊, 명, 호)

농 경 지 면 적 농가인구 농가호수 호당인구 호당경지면적계 전 답
11,703 4,753 6,950 32,523 11,769 2.76 1.00

〈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 〉
(단위：대)

계
동 력

경운기

농 용

트랙터

동력

이양기
관리기

스 피 드

스프레이어
콤바인 기타

15,183 6,060 2,102 2,563 2,367 580 800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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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생산 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

구 분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비고면 적 단 수 생산량 면 적 단 수 생산량
계 6,287 - 28,969 6,286 - 29,305

미 곡 5,841 470 27,417 5,841 475 27,745

두 류 193 155 300 190 155 295

서 류 182 554 1,008 185 554 1,024

잡 곡 71 344 244 70 344 241

다.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 전체 재배면적의 9%에서

2015년 15%까지 확대하여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패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

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농약사용량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15% 감축하는 등 농산

물안전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연도별 친환경 쌀 재배면적 〉  (단위：ha)

구 분 총재배
면  적

친환경
재배면적

단지조성 기 타 재배
비율(%)계 오 리 쌀 겨 우렁이

2009년 6,498 714 474 69 370 35 240 11.0

2010년 6,341 717 477 70 372 35 240 11.3

2011년 6,217 728 490 67 356 67 238 11.7

2012년 5,841 645 387 67 253 67 258 11.0

2013년 6,112 210 210 65 67 58 20 3.7

주) 친환경 배 작목반 구성 : 110ha(서생농협, 원예농협, 삼남농협, 청량농협)

친환경축산 : 50호(유기축산물 1, 무항생제축산물 49)



제3절 농축산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311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단위：ha/톤)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9년 541.9 14,577 4.4 10 85.5 7,325 452 7,242

2010년 658 12,664 9 280 129 3,274 520 9,110

2011년 658 13,557 57 773 128 3,248 473 9,536

2012년 662 10,859 61 408 157 5,142 444 5,309

2013년 556 16,795 61 408 157 5,142 338 6,768

(단위：건수, 톤)
구 분 계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 출하량 농가 출하량 농가 출하량
2009년 7 1,855 1 570 6 1,285

2010년 29 2,901 1 900 28 2,001

2011년 33 4,150 1 900 32 3,250

2012년 50 4,472 1 725 49 3,747

2013년 50 4,477 1 730 49 3,747

라. 농촌 환경개선사업 추진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였다. 1개군 1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1개 권역을 선정하여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건립 등 전통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소득 사업을 위해 한우판매장 건립과 지역역량강화 (S/W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2)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
안정적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농업기반 시설물을 확

장하고, 내한능력 부족지역에 수자원을 보강 개발하여 가뭄에 대처하는 등 농업생

산성 향상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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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현황 〉 (단위：개)
관리자별 계 저.소류지 관정 보 기타
계 1,128 365 277 274 212

중 구 18 5 6 2 5

남 구 13 7 4 2 -

동 구 9 2 5 - 2

북 구 87 26 30 10 21

울 주 군 750 239 215 169 127

농촌공사 251 86 17 91 57

   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공동체 형성 복원을 통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 공간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확산으로 도

농교류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구 분 위 치 사 업 비 사업기간 체 험 시 설 참여가구
2007년

울주군 삼동면
금곡마을

200백만원
2007. 1.

~ 12.
도자기, 숲체험, 전통음식 등 23가구

2008년
울주군 두동면

옻밭마을
200백만원

2008. 1.

~ 12.

닭, 돌미나리, 연꽃,

산양체험장
25가구

2009년
울주군 상북면

행정마을
200백만원

2009. 1.

~ 12.
농산물판매장, 야외 체험장 18가구

2010년

울주군 삼동면
중리마을

200백만원
2010. 1.

~ 12.
숙박시설, 산책로 조성 20가구

북구 한울타리 200백만원
2010. 1

~ 12
화훼체험장, 달구지체험 등 10가구

2012년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
200백만원

2011. 5

~ 2012. 7
숲체험, 농산물 판매 1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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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농촌 청년에게 정

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완전 정착시키고, 이들을 장래 복지

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따라 매년

후계자로 육성하고 있다.

〈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실적 〉     (단위：명)
계 2009년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43 621 4 1 10 7

〈 분야별 후계농업경영인 〉 (단위：명)
계 경 종 복 합 원 예 화 훼 과 수 특 작 축 산
643 37 265 50 33 48 7 203

바.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영농어업 자

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융자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출연해 조성한 농어촌육성기금

으로 연리 6.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995년과 1996년 2년 동안 시 출연금 100억원을 조성한 이후

2013년까지 18년간 기금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총 235억원을 적립하

였으며, 이차보전금 103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132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 기금조성 현황 〉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 및 집행내역 2013년도말 현재액수입(B) 지출(C) 증감
13,383 455 669 △214 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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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집 행 액
고유목적 
사업비

잔액 누계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23,416 10,000 13,131 285 10,247 13,169 13,169

2007년까지 20,487 10,000 10,202 285 6,577 13,910 13,910

2008년 614 - 614 - 516 98 14,008

2009년 697 - 697 - 540 157 14,165

2010년 322 - 322 - 582 △260 13,905

2011년 417 - 417 - 673 △256 13,649

2012년 424 - 424 - 690 △266 13,383

2013년 455 - 455 - 669 △214 13,169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자원 실적〉
계

(A+B)
1995 ~ 2012년 

까지(A) 2013년(B) 융  자  조  건 금 리 지 원 대 상

2,465건

64,649백만원

2,395건

61,954백만원

70건

2,695백만원

시설자금 :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3년거치

일시상환

변동

금리

적용

농어업인 및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

사업장

주) 융자금 재원：농협은행 자금으로 시와의 협약에 의해 매년 50억원 범위 내 융자 실행

사.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현황
〈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  (단위：㏊)

구      분 당초지정(1992.12.24) 재 정 비(1993.12.23) 현지정면적(2013.12.31)
계 4,037.5 4,238.9 3,466.5

북 구 289.0 289.0 368.9

울 주 군 3,748.5 3,949.9 3,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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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4년도 업무계획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4억

원의 사업비로 41개 농가지원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6,801농가, 4,072ha, 친환경농업직불제 114농가, 80ha, 조건불

리직불제 53농가, 41ha, 경관보전직불제 76농가, 21㏊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22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2015년까지 인증비율을 11%이상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감축 230kg/ha당, 농약의 사용비중 9.5kg/ha당을 감축해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농업기반시설사업에 57억 원, 명품농산물 육성

및 수출지원에 17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생산 44억 원, 한우브

랜드 육성 3억 원, 체계적인 가축질병 3종 방역 22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소득향상

을 통한 우리농업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심지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가소득을 위해 마을회관 리

모델링과 한우판매장을 건립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정주환경을

현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축산관리
2011년 구제역 종식 이후 주요가축의 사육두수가 급속도로 회복되었으나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소비 부진 및 축산물 수입의 증가로 인

해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

중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과 지역 축산물에 대한 소비확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독 및 예찰 실시

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경제

적 피해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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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축사육 동향
한우 및 돼지 감축정책에 따라 사육두수가 감소세로 돌아 섰으며 젖소와 닭은 사육

두수의 큰 변동이 없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타가축 중 개 사육호

수가 통계에 포착되어 전체적인 사육호수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가축사육두수 현황 〉  (단위：호, 두)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가 축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2009년 2,560 32,596 21 1,311 77 34,130 442 568,528 8,043 60,586

2010년 2,475 34,338 17 1,213 59 40,613 472 629,601 8,112 58,930

2011년 2,559 35,955 17 1,295 44 32,280 488 710,960 8,280 57,865

2012년 2,422 35,890 17 1,295 39 36,007 427 588,863 8,547 56,271

2013년 2,170 34,453 16 1,135 46 35,907 479 549,746 13,293 64,836

나. 축산물 시세
지속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한우 가격은 반등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돼지

가격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계 및 계란가격은 안정 보합세

를 보이고 있다.

〈 축산물 산지 시세 〉  (단위：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큰수소(600㎏) 4,385 5,337 3,193 3,438 3,888

수송아지(6～7개월령) 2,438 2,610 1,796 1,713 1,845

돼 지(110㎏) - 320 465 335 301

육 계(㎏․원) - 1,912 1,860 1,698 1,837

계란(10개․원) - 1,134 1,361 1,130 1,303

다. 친환경 축산업 경영
지속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성과로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 양돈분뇨가 반

입됨으로서 2013년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사업의 원년으로 기록되었으며 액비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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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통해 600ha의 농지에 액비를 지속 살포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가축분뇨의 무배출․적정처리로 자원화하고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축산분

뇨처리용 톱밥 6,500여톤을 매년 공급하여 축산분뇨의 처리에 대한 규제강화로 위

축되고 있는 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고취 및 축산물 생산비절감과 위생적 가축

사양관리에 기여하였으며, 냄새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54톤을 매년 지원하여 축

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를 돕고 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
개소수 21 4 4 5 4

사업비 466 234 254 322 608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2009년
가축분뇨공동처리장비(1대)
분뇨운반차량(1대)

107 80 0 27

2010년 분뇨운반장비(2대) 105 80 0 25

2011년 분뇨저장조(450톤) 110 80 0 30

2012년 가축분뇨처리장비(1대) 110 80 0 30

2013년 가축분뇨 교반기(1대) 121 80 0 41

〈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현황 〉
(단위：호, 톤,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1,365 1,142 1,194 1,237 1,230

공급량 7,258 6,505 6,532 6,511 6,511

사업비 798 715 732 732 732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현황 〉
(단위：호, 톤,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674 714 794 784 785

공급량 47 51 54 54 54

사업비 235 242 242 24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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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지 관리 및 조사료 생산
초지면적은 증감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2013년은 3,300ha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하였으며 2만4,847톤의 곤포사일

리지를 생산하여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 초지관리 현황 〉
(단위：호, ㏊)

구  분
관리면적 전용면적

(관리제외)
현  관  리  대  상  면  적

호 수 면 적 계 초 지 사료포 축사 및 
부대시설

2009년 34 181.6 3.8 181.6 140.5 34.7 6.4

2010년 32 172.6 9 172.6 132.3 34.7 5.6

2011년 32 171.8 0.8 171.8 123.7 42.4 5.7

2012년 32 171.8 0 171.8 123.7 42.4 5.7

2013년 32 171.8 0 171.8 123.7 42.4 5.7

〈 조사료 생산 〉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사  료  작  물  재  배 곤  포  사  일  리  지  제  조
재배면적 사 업 비 제 조 량 사 업 비

2010년 2,493 2,600 11,209 597

2011년 2,700 4,379 15,325 861

2012년 3,250 4,270 12,203 640

2013년 3,300 4,072 24,847 1,491

마. 사료 생산
가축사육두수의 정체로 인해 배합사료 및 단미․보조사료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배합사료는 총 38만9,921톤, 단미사료 9만4,196톤,

보조사료 128톤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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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생산 현황 〉
(단위：톤)

구  분 계 대한제당(주) 농협중앙회 비  고
2009년 373,898 158,051 215,847

2010년 397,330 166,242 231,088

2011년 400,663 158,686 241,977

2012년 405,126 151,816 253,310

2013년 389,921 120,926 268,995

〈 단미 ․ 보조사료 생산 현황 〉
(단위：톤)

구    분 계 단미사료 보조사료
업 체 수 18 12 6

생 산 량 94,324 94,196 128

바. 축산물 수급
전체적인 육류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쇠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관

내 도축물량 기준으로 자체공급이 늘고 타 지역 반입이 줄어들었다. 타 지역 반

입은 주로 경북, 경남지역에서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축산물(육류) 수급 〉
(단위：톤)

구            분 총 소 비 량 수          급
자 체 공 급 반      입

계 47,263 15,721(33.3%) 31,542

쇠 고 기 11,320 5,426(47.9%) 5,894

돼 지 고 기 22,406 10,295(45.9%) 12,111

닭 고 기 13,537 0(0%) 13,537

주) 관내 작업장 기준이며 ( )는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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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작업장별 도축현황 〉
(단위：두, 톤)

구   분 소    재    지 1일처리능력
(8시간 기준)

육  류  공  급
도축실적 정 육 량

울 산 도 축 장

(삼와산업)
남구 상개로 202-23

소 : 200두 10,723 2,683

돼지 : 1,000두 65,181 4,711

언 양 도 축 장

(한축산업)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83-1

소 : 100두 10,963 2,743

돼지 : 600두 77,264 5,584

〈 축산물 위생관련 업체 현황 〉
구  분 계 집유장 가공업 포장처리업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개소수 1,446 1 23 69 3 70 1,280

사.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 등 19종의 주요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검진(21,728두), 공동방제단(5개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소해면상뇌증

(BSE)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감염축(소 결핵병, 브루셀라

병) 113두를 색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

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소 브루셀라 등 주요가축전염병을 사

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예찰강화,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독의 날 운영 등을 통

한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
(단위：두, 수)

계 소(유행열 등 5종) 돼지(열병 등 7종) 닭(뉴캣슬병) 개(광견병) 꿀벌(기생충 3종)
2,439,570 20,990 203,750 2,106,000 9,430 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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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검진 및 혈청검사 〉 (단위：두, 수, 건)

계
검 진 혈  청  검  사 병성감정

돼지오제
스키근절

유방염
방 제소결핵

등 3종 소 계 소 (유행열 등 8종)
돼  지(TGE 등 2종)

닭(ND 등 3종)
소 (요네병등 25종)

46,517 35,854 6,600 600 2,200 3,800 3,908 90 65

〈 살처분 보상금 지급 〉 (단위：백만원)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상금 750 2,123 681 91 268

아. 도시근교 축산업 육성
최근 울주군 지역에는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축산 체험목장은 9개소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3개소와 가축과 축산물을 이용한 체험목장 6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계 농어촌형
승마시설

축   산   체   험   목   장
소계 한우 젖소 닭 꿀벌 기타

개소수 9 3 6 1 2 1 1 1

자.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은 제2차 조사료 생산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조사료 재배면적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조사료 증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가축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축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 사항인 축산업 허가제,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

격적으로 축산현장에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선 방지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

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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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연순환 축산업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

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 저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추적

차단해 나갈 것이며 각종 가축전염병에는 선제적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손실을 최

소화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육마리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유기

동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당부 된다.

3. 유통관리
가.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는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구

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상설판매장 27개소, 자매결연 15개소, 정례장터 3

개소, 순회판매 3개소,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하

여 울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산물유통 패턴 변화에 대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책을 추진하는

등 800억 원 상당의 직거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농․특산물 판매 활성

화를 위해 거대 소비시장인 대도시에서 울산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마케

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2009년 5월 29일 울산 북구 진장동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여 기존 도

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

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부추, 시금치, 배, 토마토, 미나리, 화훼류 등 20여

종 47억 원을 거래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하였으며,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대

형할인마트 등과 비교하여 농수산물 가격을 30~50% 저렴하게 유통시켜 울산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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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래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농산물(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 필 품
2009년 41,804 22,975 (2,527) 13,190 5,639

2010년 62,021 31,885 (4,107) 22,085 8,051

2011년 67,410 32,771 (4,368) 25,713 8,926

2012년 76,392 37,983 (3,720) 28,515 9,894

2013년 87,085 44,266 (5,064) 31,385 11,434

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산과의 가격

차를 이용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

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45건, 미표시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123만원을

부과조치 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산농산물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전

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출농업단지 조성
WTO/FTA 등 농산물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

산기반의 확충과 기술수준의 향상, 해외시장 활동의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개

발․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07년도 농산물 수출 27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2007년 대비 11.1% 증

가된 30억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우리 시가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의욕고취와

농가소득을 위하여 수출단지 현대화사업, 수출 배 봉지 공급, 수출촉진 물류비 지

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농산물 가치의 외화획득은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의 활로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시장 공급 과잉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산물 수급․가

격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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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에서는 농산물 수출 100억 원 초과달성을 위하여 수출 추진시책을 착실

히 이행하면서 공격적 자세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2013 품목별 수출실적 〉
(단위：톤, 천본, 백만원)

계 과실류
(배, 단감)

버섯류
(팽이버섯)

화훼류
(난)

1,074/22/3,403 329/984 745/1,453 22/606

주) 수출국 : 배(미국), 단감(싱가폴, 말레이시아), 심비디움(중국), 버섯(일본, 중국 등)

〈 수출농업단지 조성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융자 자부담

계 3,806 - 1,107 1,526 - 1,173

2009년 수출촉진․배봉지․화훼시설현대화등 776 237 306 233

2010년 수출촉진․배봉지․화훼시설현대화등 1,040 230 390 420

2011년 수출촉진․배봉지․화훼시설현대화등 660 210 270 180

2012년 수출촉진․배봉지․화훼시설현대화등 660 210 270 180

2013년 수출촉진․배봉지․화훼시설현대화등 670 - 220 290 - 160

마.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과실 생산기반 약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FTA기금을 활용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여 울산

배의 명성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기반 및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생산과 가격경쟁

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과수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인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단지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품질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출하처 다양화, 가공업체 납품알선

등을 통해 과수영농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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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배, 단감) 재배현황 〉
(단위：ha, %, 톤)

품 종 전 국(A) 울 산(B) 대비(B/A×100) 생 산 량

계 36,785 1,475 4.8 20,966

배 16,000 1,117 7 16,889

단감 14,785 358 2.4 4,077

〈 FTA기금 과수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비 1,522 375 392 297 230 228

바. 도시근교 시설원예 농업 육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수도작 중심의 자급 영농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

환하고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등 도시근교 시설농업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채소류 자급률 향상을 위해「채소류 주산단지조성사업」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92㏊ 조성과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현대화 시설하우스 개

보수사업, 여름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채소류의 생산기반을

더욱 확충하였다. 현재 시설원예는 화훼류가 13.2ha, 채소류가 240ha로 총 253ha를

재배하고 있다.

사. 양정관리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시장격리제도의 시행으로 쌀값 하락을 저지하고 있으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대체작물 직불제 등 농업인에게 쌀값 하락에 대한 다양한 영

농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유통 활성화로 친환경․고품질 쌀 수요가 확대되

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고 2005년 WTO 쌀 재협상 결과 2014년

까지 관세화 유예로 MMA 수입쌀 물량 증가와 밥상용으로 시판토록 되어 있어

시중 쌀값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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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
(단위：개소, ㎡, 톤)

관리구분 계
농 협 창 고

면 적 보관능력
소계 특급 1등급 2등급

계 6 6 1 5 - 3,309 6,501

북 구 1 1 1 - - 1,659 3,655

울 주 군 5 5 - 5 - 1,650 2,846

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개발 보급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2개소의 처리장에서는 21개(두북 11개, 농소10개)의 브랜드로 쌀을 시판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우리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자체 수매하여 농업인

의 판매애로를 덜어주고 있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내역 〉 (단위：㎡, 백만원, 톤)

위 치
사업

면적

사 업 비 처 리 능 력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건 조 저 장 가 공

계 13,701 7,315 1,649 2,531 3,135 20,575 9,702 24,000

북구․창평

(농소농협)
6,115 5,009 1,055 2,531 1,423 11,575 5,300 12,000

울주․두서

(두북농협)
7,586 2,306 594 1,712 9,000 4,402 12,000

자. 양곡수급
2013년 우리시 전체 쌀 생산량은 27,745톤이고 총 수요량은 81,300톤으로 자체

수급이 불가하여 53,555톤을 타 지역에서 반입하여 충당하고 있어 자급율이 34%

에 그치고 있다. 1인당 연간 식용쌀 소비량은 68.5㎏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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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수급 현황 〉
(단위：M/T)

구 분 총 소 요 량 자 체 생 산 외 지 의 존

2009년 81,400 31,152 50,248

2010년 81,400 28,476 52,924

2011년 82,900 27,900 55,000

2012년 81,300 26,855 54,445

2013년 81,300 27,745 53,555

〈 연도별 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쌀) 〉
(단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쌀 소비량 74.0 72.0 74.0 69.8 68.5

차. 정부양곡 매출
2013년 정부양곡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군수용, 관수용, 학교급식, 가공식품으

로 판매되었다.

〈 정부양곡 매출현황 〉
(단위：M/T)

구 분 계
매 출

군수용 관수용 학교급식 가공식품 복지사업용

계 4,613 111 84 1,789 2,182 990

일반쌀 4,513 111 72 1,361 2,090 879

수입쌀 92 - - - 92 -

정 맥 8 - 8 - - -

카. 공공비축미곡 매입제 실시
정부에서는 2005년산부터 공공비축 미곡매입제로 전환시행하고 있으며 목적은

수확기에 산지 쌀값을 지지하고 수급조절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식량

을 확보하는 것이다.

WTO 출범 이후 수매량 감소와 정부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 방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및 2013년도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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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리시 자체 고품질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에 소득을 최대

한 보전토록 하고 있다.

                            〈 공공비축 미곡매입 〉    (단위：가마/40kg, 가격/원)

구 분
수 매 량 수매등급별(가마/가격)

목 표 실 적 비율(%) 특 등 1 등 2 등 3 등 잠정등외

2009년 69,849 69,849 100
26,471

(1,350,285)
41,766

(2,062,822)
1,401

(66,113)
211

(8,864)

2010년 63,670 63,670 100
9,982

(487,321)
50,858

(2,403,549)
2,830

(127,802)

2011년 50,391 42,677 84.7
6,007

(357,236)
35,598

(2,049,376)
1,072

(58,970)

2012년 59,443 42,126 70.9
4,488

(62,140)
36,210

(60,160)
1,366

(57,480)
62

(51,170)

2013년 43,648 36,281 83.1
2,732

(62,730)
31,387

(60,730)
2,122

(58,030)
40

(51,650)

타. 양곡 유통관리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해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연 2회의 정기적인 재고

조사 이외에도 매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유통업체와 양곡상 도․소매업소

에 대하여도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통하여 양곡 불법유통이 되지

않도록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파.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
국민소득 증대로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 식품산업의 잠

재력을 성장 동력화함과 동시에 농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을 고부가 가치의 2차, 3차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울산의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식품제조․가

공업체 283개중 빵 떡류식품이 30개사(11%)로 가장 높았으며, 조미식품류 업체가

27개사(9.5%)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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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 〉
구분 계

김치
절임류

빵
떡류

다류
음료류

두부류
식용
유지

면류 젓갈류 과자류
조미
식품

기타

업체수 283 14 30 16 17 13 4 12 6 27 144

비 율 100 5.0 11.0 5.6 5.7 5 1.4 4.2 2.1 9.5 50.5

주) 식품의약품안전청『2013년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단위：개소)

하. 2014년 업무계획
지역 특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울산 배 재배 농가의 안정적

인 배 생산과 수출단지 내 배 봉지 사업 및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등으로 재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추지원 사업은 산전부추, 농소부추,

태화강부추, 선바위부추 등 4개 작목반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울 가락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브랜드 통합 출범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화훼․채소류 등의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농업인들의 안정된 재배기술로 농

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과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인 관수관비, 관정개발, 배수시

설, 방풍림 시설 등 지원을 통해 고품질 배 생산기반 구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배 재배지역의 전국 확대에 따른 울산배의 경쟁력이 약화됨

에 따라 과수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수출용 중․소형과 품종갱신과, 환경친화적

이고 노동절감형 대체과목(참다래, 무화과) 조성을 2014년도에도 집중 육성하여 새

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배 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배 흑성병 사전예방을 위해 4억원의 사

업비를 지원하여 발병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에 있으며, 도․농 상생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전

구․군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장터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운

영내실화를 위해 지역축제 행사장에 별도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울산 농산물 판

촉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한 전

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시설현대화와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쌀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