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18 ~ 2021

총사업비
(백만원)

4,680

추진부서
(협조부서)

산림녹지과
담 당 자
(연락처)

한진규

(5422)

 최종목표

m 묘목·조경수 생산자 수익 증대

m 임업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다양화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m (총사업비) 4,680백만원(국비 538, 도비 64, 군비 4,078)

m (주요내용) 관내 보유 묘목·조경수 전수조사 및 DB화

             밀원수 조림 확대

             임업농가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4,680 1,875 375 450 495 495 495 495

국비 538 215 43 52 57 57 57 57
도비 64 25 5 6 7 7 7 7
군비 4,078 1,635 327 392 431 431 431 431
기타 - - - - - - - -

2-1-9   산림소득증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세부 추진계획 비고

2018

○ 양묘, 조경수(황칠포함)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조사
 - 양묘, 조경수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2018. 10.)
 - 묘목 및 조경수 보유현황 조사(2018. 12. 한)

○ 밀원수 확대를 위한 조사
 - 2019년 밀원수 조림 대상지 조사(2018. 9.)

2019

○ 양묘, 조경수(황칠포함) 보유현황 DB화
 - 보유 수목 소책자 제작, 수목 수요량 등 군 추진사업 정보 공유(2019. 3.)

○ 밀원수 확대를 위한 조림
 - 군유림 아까시나무 등 12ha 식재: 2019. 3. ~ 2022. 3. / 매년 3ha

○ 임가 소득원 개발 및 다양화(2019. 1.)
 - 산림소득 보조사업 예산 확대: 2018년 대비 20% 증대

○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2019. 1.)
 - 체계적인 통계기반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임업의 산업화 및 소득 증대

○ 임업농가에 임업신문 보급(2019. 3.) / 300명(정기구독) 
 - 산림정책과 국내의 다양한 산림정보 제공

2020

○ 밀원수 보호 
 - 관내 양봉 사업장 위치도 제작(2020. 1.)
 -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솎아베기를 통한 밀원수 제거 최소화
 - 수종갱신 등 벌채시 우량 밀원수 존치 권장

○ 신규 산림소득 보조사업 발굴(2020. 3.)
 - 산나물류, 표고버섯, 황칠나무 등 임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

2021

○ 묘목·조경수 생산자 종묘생산업 등록 유도(2021. 3.)
 - 조경수생산자연합회, 황칠협회 등 묘목·조경수 생산자들의 종묘생산업
   등록을 유도하여, 각종 수목식재 사업 발주시 관급 구입의뢰로 관내
   생산자 수익 증대

 기대효과

   m 묘목·조경수 수요창출과 판로 개척으로 생산자 수익 증대

   m 임업농가의 기반조성과 수익성 증대로 인한 소득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