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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상전망� ···························································· � 5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5~0도, 최고기온 : 5~8도)보다 전반에는 

낮겠으며,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적겠음

주간�농사정보� ···························································· � 8

▸ 벼 ·밭 작 물

▸ 채 소 ·과 수

농림축산식품�수출입�동향� ····································· � 10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 열리다

▸전남농업기술원, 새송이버섯 일본 수출 가시화

주요�농축산물�가격정보� ········································ � 12

▸품목별 도소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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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고소득�농업기술정보� ···································· 14

▸쌀 팽화 스낵 제조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작목별 생산비 절감 경영 매뉴얼 책자 발간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가에 큰 도움

▸식용곤충 쌍별귀뚜라미 대량사육 기술 보급

▸방울토마토 이산화탄소 처리로 부패율 줄여 신선도 유지 

▸긴급 한파에 복숭아나무 언피해 우려, 대비 서둘러야

▸가지치기 할 때는 작업도구 수시로 소독하세요

� 정책�동향� ································································ � 21

▸쌀 수급 안정위해 논 타작물 재배 적극 참여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전남�시군�농정�동향� ·············································· � 24

▸여수시, 논에 타 작물 재배 400만원 지원

▸나주시, 2019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담양군,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18년도 강소농 모집

▸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0억원 투입

▸장성군,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시대 선도

▸진도군, 한라봉... 이젠 진도군에서 고소득 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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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정보� ························································· � 30

▸중국, 토마토 가공제품 수출 동향 

▸인도네시아 쌀 가격 급등으로 쌀 수입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사업신청�및�홍보안내� ············································ � 34

▸쌀 등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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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월 29일∼2월 4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0.3℃ (평년대비 0.7℃ 낮음)

- 최고기온 : 3.1℃ (평년대비 2.1℃ 낮음)

- 최저기온 : -3.7℃ (평년대비 0.1℃ 낮음)

- 강 수 량 : 0.8㎜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0.3 0.4 -0.7 3.1 5.2 -2.1 -3.7 -3.6 -0.1 0.8

1. 29.(월) -1.0 0.3 -1.3 2.0 5.2 -3.2 -4.0 -3.7 -0.3 0.7

1. 30.(화) -0.5 0.4 -0.9 3.0 5.2 -2.2 -4.0 -3.5 -0.5 0.7

1. 31.(수) -1.0 0.3 -1.3 2.0 5.1 -3.1 -4.0 -3.5 -0.5 0.9

2.  1.(목) 1.0 0.2 0.8 5.0 4.9 0.1 -3.0 -3.6 0.6 0.9

2.  2.(금) 0.5 0.3 0.2 4.0 5.1 -1.1 -3.0 -3.7 0.7 0.8

2.  3.(토) -0.5 0.4 -0.9 3.0 5.4 -2.4 -4.0 -3.7 -0.3 0.7

2.  4.(일) -0.5 0.7 -1.2 3.0 5.8 -2.8 -4.0 -3.5 -0.5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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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중기예보(1월 29일∼2월 4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0.1℃ (평년대비 0.3℃ 낮음)

- 최고기온 : 2.7℃ (평년대비 3.2℃ 낮음)

- 최저기온 : -2.9℃ (평년대비 0.8℃ 낮음)

- 강 수 량 : 0.6㎜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0.1 1.3 -0.3 2.7 5.9 -3.2 -2.9 -2.0 -0.8 0.6

1. 29.(월) -1.0 1.3 5.0 2.0 5.9 -3.9 -4.0 -2.0 -2.0 0.6

1. 30.(화) 0.0 1.4 -1.4 2.0 5.9 -3.9 -2.0 -1.9 -0.1 0.6

1. 31.(수) -0.5 1.3 -1.8 2.0 5.8 -3.8 -3.0 -1.9 -1.1 0.6

2.  1.(목) 1.0 1.1 -0.1 4.0 5.6 -1.6 -2.0 -2.1 0.1 0.7

2.  2.(금) 1.0 1.2 -0.2 4.0 5.7 -1.7 -2.0 -2.2 0.2 0.6

2.  3.(토) 0.0 1.3 -1.3 3.0 6.1 -3.1 -3.0 -2.1 -0.9 0.7

2.  4.(일) -1.0 1.6 -2.6 2.0 6.4 -4.4 -4.0 -2.0 -2.0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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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중기예보(1월 29일∼2월 4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0.8℃ (평년대비 1.3℃ 낮음)

- 최고기온 : 4.0℃ (평년대비 2.2℃ 낮음)

- 최저기온 : -2.4℃ (평년대비 1.2℃ 낮음)

- 강 수 량 : 0.5㎜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0.8 2.1 -1.3 4.0 6.2 -2.2 -2.4 -1.3 -1.2 0.5

1. 29.(월) 0.0 2.0 -2.0 3.0 6.1 -3.1 -3.0 -1.3 -1.7 0.5

1. 30.(화) 0.5 2.1 -1.6 3.0 6.1 -3.1 -2.0 -1.2 -0.8 0.5

1. 31.(수) 1.0 2.0 -1.0 4.0 6.1 -2.1 -2.0 -1.3 -0.7 0.6

2.  1.(목) 1.5 1.9 -0.4 5.0 6.0 -1.0 -2.0 -1.4 -0.6 0.6

2.  2.(금) 1.5 1.9 -0.4 5.0 6.1 -1.1 -2.0 -1.4 -0.6 0.6

2.  3.(토) 0.5 2.1 -1.6 4.0 6.4 -2.4 -3.0 -1.3 -1.7 0.4

2.  4.(일) 0.5 2.4 -1.9 4.0 6.7 -2.7 -3.0 -1.0 -2.0 0.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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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

 벼

볍씨 준비

 ❍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함

 ❍ 벼 정부보급종 추가 신청(1. 31.일한), 공급시기(1. 10.~3. 31.)

저장 관리

 ❍ 벼 저장은 온도 15℃ 이하 유지 및 사일로 내부 결로 방지 

 밭 작 물

감자 시설재배

❍ 적정 온도 유지 및 토양 수분을 관리함

종자준비

❍ 봄감자 정부보급종 공급시기(2. 15.~4. 10.)

❍ 봄파종 보리·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국립종자원 홈페이지 공지)

신청기간 공급시기 대상품종 및 신청량

1. 2.~1. 31. 2. 1.~2. 15. 영양보리 30톤, 조경밀 11톤

❍ 콩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국립종자원 홈페이지 공지)

- 일반신청 추진일정

기본신청기간 추가신청기간 공급시기

2. 1.~3. 14. 3. 20.~4. 7. 4. 3.~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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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소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 겨울철 과채류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작물별 생육최적

온도와 최저온도를 참고하여 철저히 관리 

❍ 하우스 동 사이는 1.5m 이상 확보하고 제설장비 준비

마늘 ·양파 월동관리

 ❍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에 잘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

 ❍ 따뜻한 날 일찍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이랑 위로

관수하며 토양이 과습하면 습해가 발생하므로 배수로를 정비함

 과 수

복숭아 동해 

❍ 복숭아 동해조사는 주간부, 가지, 꽃눈 순으로 조사

배 전정

❍ 국내 육성 품종은 2~3년 주기로 결과지 갱신을 실시하며 전정

도구는 알코올과 락스를 이용 반드시 소독 실시

*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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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수출입�동향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 열리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

해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對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어 

2018년 1월 19일 최종 확임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그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

검역당국에 한국산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팽이·

새송이·느타리·표고·송이·만가닥·아위·싸리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17.

11. 1.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2018년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는 검역본부에 수출

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참고로, 우라나라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1만여톤이 유럽·

미국·호주·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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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농업기술원, 새송이버섯 일본 수출 가시화

    - ㈜ 에스에스 무역과 연계, 일본 수출시장 개척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식품 전문 수출업체인 ㈜에스

에스 무역회사를 통해 해남(김황익 농가)의 새송이 버섯을 1월

부터 매주 400kg(200박스)을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고품질 버섯 생산을 위해 

도내 새송이버섯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규격품 생산 및 검역,

농약안전성 등 전문가 합동으로『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특히 해남 새송이버섯은 품질이 우수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인기가 많아 전남의 대표 수출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다양한 수출국 확대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굿모닝코리아 유통회사와도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네덜란드·

베트남 등에 수출하기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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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축산물�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8. 1. 2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9)

1주일전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1,000 39,800 39,340 31,800 40,400  28.9  1.5 

콩(백태) 35kg 164,000 164,000 164,000 177,800 158,733  7.8  3.3 

고구마(밤) 10kg 33,000 33,200 29,040 25,500 24,207  29.4  36.3 

감자(수미) 20kg 54,000 54,600 47,920 34,300 28,187  57.4  91.6 

채

소

류

배추(월동) 10kg 6,900 6,360 - 10,650 7,397  35.2  6.7 

양배추 8kg 8,400 8,200 6,912 10,880 6,475  22.8  29.7 

오이(다다기계통) 100개 62,667 69,333 50,667 80,167 92,741  21.8  32.4 

애호박 20개 32,600 34,200 22,040 27,650 33,427  17.9  2.5 

건고추(화건) 60kg 1,180,000 1,180,000 1,180,000 567,500 760,000  107.9  55.3 

풋고추 10kg 74,200 60,800 40,200 76,700 78,933  3.3  6.0 

마늘(깐마늘,남도) 20kg 133,400 133,400 - - - - -

양파 20kg 24,100 23,700 24,200 26,000 23,827  7.3  1.1 

당근 20kg 26,000 25,800 24,640 67,400 37,573  61.4  30.8 

대파 1kg 2,180 2,020 1,764 2,510 1,920  13.1  13.5 

파프리카 5kg 44,800 43,000 20,680 32,900 36,327  36.2  23.3 

딸기 2kg 24,600 25,800 25,280 29,200 26,700  15.8  7.9 

토마토 10kg 23,600 23,000 22,240 33,450 33,493  29.4  29.5 

방울토마토 5kg 18,600 17,600 15,760 19,750 21,877  5.8  15.0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800 36,600 34,160 41,650 42,657  6.8  9.0 

배(신고) 15kg 37,200 35,400 33,680 39,650 45,733  6.2  18.7 

감귤(노지) 5kg 18,800 16,200 - - - - -

단감 10kg 32,600 31,800 30,760 26,200 24,751  24.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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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9)

1주일전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499,000 499,000 499,000 523,000 530,333  4.6  5.9 

느타리버섯 2kg 14,400 13,600 13,800 15,900 14,240  9.4  1.1 

새송이버섯 2kg 7,600 7,600 8,520 10,850 9,670  30.0  21.4 

축
산
물
︵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225 8,271 8,091 7,646 7,067  7.6  16.4 

돼지고기(삼겹살) 100g 1,731 1,792 1,841 1,918 1,764  9.7  1.9 

닭고기 1kg 4,498 4,531 4,875 4,946 5,227  9.1  13.9 

계란(특란) 30개 5,275 5,256 5,602 8,880 5,917  40.6  10.9 

우유 1리터 2,518 2,518 2,520 2,529 2,530  0.4  0.5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 2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한   우
(600kg)

암 5,569 천원 5,650 천원 5341 천원  1.4  4.3

거세 6,225 “ 6,343 “ 5,822 “  1.9  6.9

한우송아지
(6～7월)

암 2,965 “ 2,951 “ 2,550 “  0.5  16.3

수 3,536 “ 3,574 “ 3,051 “  1.1  15.9

육우(600kg) 3,315 “ 3,331 “ 2,958 “  0.5  12.1

젖소수송아지(7일령) 110 “ 108 “ 113 “  1.9  2.7

돼지(110kg) 300 “ 302 “ 316 “  0.7  5.1

육계(원/kg) 1,099 원 1,063 원 1,276 원  3.4  13.9

계란(원/특란10개) 990 〃 983 〃 2,158 〃  0.7  54.1

오리(원/kg) 2,460 〃 2,433 〃 2,381 〃  1.1  3.3

*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14 전남농업정보

저비용·고소득�농업기술정보

 쌀 팽화 스낵 제조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 청년여성농업인, 우리쌀 가공 상품화로 옥토끼 잡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한

『쌀 팽화 스낵 제조방법』특허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도내 가공

업체인 ㈜레인보우팜에 기술이전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에 기술 이전하는 쌀 팽화 스낵 제조방법은 전남 주산작목인 

쌀을 주원료로 하여 김치 또는 기능성 농특산물 분말과 찰쌀 

보리풀을 첨가함으로서 기존의 쌀 팽화스낵의 가장 큰 문제점인 

딱딱한 조직감을 개선하고 영양 및 기능성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기호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가공기술이다.

❍ 특히 제품 생산 시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 기존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도내 소규모 쌀 가공

업체의 이익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 쌀 생산과잉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전남도

내 친환경 쌀과 지역 농특산물 재배농가의 부가가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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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목별 생산비 절감 경영 매뉴얼 책자 발간
    - 콩 ·딸기 ·배 등 저비용 고수익 농업 확산에 기여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저비용 고수익 농업기술 창출을 위해 

콩·녹두·딸기 등 8작목의 생산비절감 경영모델과 실천 재배기술을 

수록한 경영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번에 발간한 경영매뉴얼은 8작목(콩·녹두·보리·배추·딸기·토마토·

참다래·배)에 대해 생산비 절감 목표, 절감 방안, 경영모델 실증

단지 주요 투입기술, 실증 효과, 우수사례 소개, 실천 재배기술을 

농업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생산비절감팀)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저비용 고수익 농업기술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8작목 평균 노동투입시간은 31.8%, 생산비는 14.3% 절감 되었다.

❍ 특히 콩·녹두·배추 등 밭작물은 생력기계화 일관 도입으로 노동시간

67.5%, 생산비 35.6% 절감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장 실용화와 도입 

확산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계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 책자는 핸드북 형태로 제작되어 보관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인쇄본 

외에도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jares.go.kr)에 e-book

형태로 제공하여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DF화일을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양파·마늘 등 11작목에 대해 경영

매뉴얼을 추가로 발간하여 생산비절감 경영모델을 확산 시키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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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가에 큰 도움
    - 연간 노동력 51% ↓, 호당 인건비 179만원 ↓, 농작업 편이성 54.5% ↑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의 농업재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농작업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안전하고 능률

적인 농작업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하였다.

❍ 2017년에는 21개 시군 724농가에 전동운반차, 잔가지파쇄기 등의 

농작업 편이장비 162종 2,111점을 보급한 결과 농작물의 수확 및 

운반·파쇄·반복 작업 등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편이장비를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사용 후 

효과를 측정한 결과 농가당 표준작업시간이 연간 540시간에서 

262시간으로 51%가 절감되었고, 연간 인건비는 179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작업 위험수준은 54% 감소하였고, 피로

증상 자각 호소율은 39.2%에서 13.2%로 감소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도 농작업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0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5개소,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 19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작업 재해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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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곤충 쌍별귀뚜라미 대량사육 기술 보급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최근 식용곤충으로

각광받고 있는 쌍별귀뚜라미의 대량사육을 위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쌍별귀뚜라미는 아열대성곤충으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 

식품원료로 등재 되었으며 단백질 60%이상, 지방,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성분과 함께 숙취해독 및 간 보호 효과가 입증되어, 전남을 

비롯한 전국 92농가에서 사육 중인 식용곤충이다.

❍ 곤충잠업연구소에서는 알 발육기간에 온도 변화를 주어 최대 22일

까지 알을 저장하여 사육시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같은 

종끼리의 포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사육이 가능한 사육상자 

크기에 따른 사육밀도를 조사하여, 사육상자 40×120×30cm, 부화

약충 약 3,000마리 이상 사육 할 때 생존율이 52% 이상이며 생체

중량으로 1.2~1.8kg 생산 가능한 조건을 확립하였다.

❍ 곤충잠업연구소 김성연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사육상자 크기별 

최적 사육밀도설정에 따른 최대의 개체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쌍별귀뚜라미의 보조먹이인 배추·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 개발과 같은 종끼리의 포식 감소를 위한 친환경 

은신처 선발 등 생장단계별 영양성분 및 살균·보존 조건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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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 이산화탄소 처리로 부패율 줄여 신선도 유지 
    - 저장 중 부패율 3.4% 줄고 상품과율 증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방울토마토 수확 후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면 부패율이 줄어들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방울토마토는 생과로도 많이 찾지만 요리용, 학교 급식용 등으로도

수요가 많은 과실이다.

❍ 보통 완전히 빨갛게 익은 상태(숙기 80~90% 이상)에서 수확하기에

쉽게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 물러짐을 억제하거나 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 확립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수확해 아크릴 밀페용기(챔버)에 박스째

쌓는다. 상온에서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20%가 되도록 처리하고 

3시간 정도 둔 후 저장 및 유통하면 된다.

❍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면 부패율이 감소되어 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저장 2주째 부패율은 무처리구가 11.7%인데 반해 이산화탄소

처리구는 8.3%로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저장 중 수침현상과 

물러짐이 억제돼 상품과율이 증가했다.

❍ 또한 방울토마토 식미 검정 결과 이산화탄소 처리 후 12℃에 저장한 

것이 무처리 시보다 더 달게 나타났다.

*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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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한파에 복숭아나무 언피해 우려, 대비 서둘러야  
    - 20℃ 이하 극저온 지속... 보온재로 감싸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긴급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복숭아

나무 언피해(동해) 예방을 위해 원줄기(주간부) 밑둥 부분을 

보온재로 감싸줄 것을 당부했다.

❍ 대부분의 복숭아 품종은 -21℃ 이하 극저온에서 주간부 밑둥 

부분에 언피해가 예상된다.

- 남부지역에서 재배되는 가납암백도, 오도로끼 등 일부 내한성이 

약한 품종은 -17℃ 이하에서도 언피해가 발생한다.

❍ 체리나무도 복숭아와 유사하게 –21℃ 이하 극저온에서 주간부 

언피해가 예상되며, 자두 중에서 내한성이 약한 추희 품종은 

-19℃ 이하에서도 주간부 언피해가 발생한다.

❍ 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원줄기의 밑둥 부분에 해당하는

50cm 높이까지를 보온자재로 싸주는 것이 좋다.

❍ 보온자재로는 볏짚, 다겹(5~6겹) 부직포, 보온패드 등 보온력 높은 

자재가 좋으며, 보온패드는 방수 기능의 두꺼운 소재(두께 10㎜

이상)가 좋다.

❍ 보온자재는 통기성이 낮고 두꺼울수록 보온 효과가 높다. 반면,

햇빛이 투과되는 얇은 재질의 부직포 또는 비닐은 낮 시간에 

온도를 상승시켜 나무의 내한성을 약하게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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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 할 때는 작업도구 수시로 소독하세요  
    - 가지치기 도구 소독만 해도 과수의 세균병 ·바이러스병 등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사과·배·복숭아·단감 등 주요 과수의 

가지치기(전정)철을 맞아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와 착용하는 의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 바이러스 등을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과수 휴면기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가지치기는 나뭇

가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과수의 성장을 좋게 하고, 균형 잡힌 

열매 맺기(착과)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 그러나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도구가 나무와 나무사이에 병해를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독하며 사용해야 한다.

❍ 전정가위, 전정 톱 등 소형도구는 한 나무를 가지치기 한 뒤 소독

액에 30초 이상 담가 소독하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린다.

❍ 장갑·작업복·신발·모자 등 의복과 작업용 사다리 등도 분무기로 

소독액을 수시로 뿌려줘야 한다.

❍ 또한 잘라낸 나뭇가지를 싣고 나르기 위해 과원에 들어오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에도 소독액을 뿌려 병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 소독액은 70% 알코올 또는 200ppm 이상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물과 락스를 20대 1 비율로 희석)를 이용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21전남농업정보

정책�동향

 쌀 수급 안정위해 논 타작물 재배 적극 참여를

    - 전남도, 시군 관련단체 회의 갖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

❍ 전라남도는 24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회의를 시군 

및 관련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구조적 쌀 수급 과잉에 대비,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3천평)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 농지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 농지 등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농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장기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성공적인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인 만큼 많은 농업인과 

관련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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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16. 6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증 받은 사업장에게는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농식품부는 직거래 사업장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거래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를 일반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단계적

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인증제를 통해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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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2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 명절 대책의 특징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 확대,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시행 사항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직거래장터 확대, 소비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 주요 내용은

① (공급 확대)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5,706톤/1일

→ 8,035, 2. 1.~2. 14.)

② (장터 개설 및 할인 공급)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직거래장터 372개,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 개설, 성수품·선물세트 등 할인 공급, 중소과일

세트(5만개), 소포장·실속형 소고기 선물세트(2.4만개) 등

③ (정보 제공 및 유통 단속)

시장별 성수품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 시기 등 알뜰정보 

제공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성수품·선물세트의 구매처별 가격비교 정보 제공

④ (소비 홍보)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내 농축산물 선물 홍보(선물 안내용 스티커

배포 등),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배포 등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추진(’18. 1.~)

❍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4 전남농업정보

전남�시군�농정�동향

 여수시, 논에 타 작물 재배 400만원 지원
    - 지원액 ha당 280~400만원... 무 ·배추 등 제외 -

❍ 여수시가 쌀을 생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시에 따르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쌀 생산조정제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 쌀 생산조정제는 쌀 가격 안정화와 벼 이외 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 올해 여수시의 계획면적은 총 151ha이며 지원액은 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고추·대파·인삼 등 5개 품목은 제외

된다.

❍ 희망자는 내달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은 약정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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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19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요령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했다고 밝혔다.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2019년도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분야 총 12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 오는 2019년도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 22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읍면동 

사업기관 등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 신청된 사업은 2월 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 의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 사업별 지원내용, 신청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농업

정책과(☏339-7322) 등 관련부서 및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해당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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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18년도 강소농 모집
❍ 담양군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규 강소농(强小農) 경영체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강소농 지원사업은 농가경영 개선 실천 교육을 통해 경영체들의 

자율 및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작지만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 강소농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의 농업 

경쟁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담양군에 거주하면서 강소농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강소농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061-380-3442)로 제출

하면 된다.

* 출처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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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0억원 투입
❍ 보성군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나선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80%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 품목은 올해부터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 등 4개 작물이 추가돼

총 5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배·단감·떫은감·

사과·밤·대추는 4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 고추는 4~5월, 벼는 4~6월, 고구마 옥수수는 5~6월, 참다래 콩은 

6~7월, 차는 10~11월, 마늘 양파 자두 매실 포도 인삼 배 시설

작물 복숭아 단감은 11월, 원예시설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이상기온에 의해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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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시대 선도
    -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운영... 일손 부족 해결, 농약 공동방제에 기여할 듯 -

❍ 장성군은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장성군은 드론을 벼농사 공동방제 등에 적극 활용하면 농업인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

부터 오는 3월까지 3주짜리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 1기 반 운영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2기 반 

운영 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통 1인당 300만~40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이론 교육 20시간, 모의비행 연습 20시간, 실기 교육 20시간을 

이수한 뒤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장성군은 최대 150

만원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독려한다.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장성군민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총 30명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061-390-8428)에게 교육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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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한라봉... 이젠 진도군에서 고소득 작물로
    - 진도 황금봉 상표 등록 후 본격 출하 -

❍ 제주도 특산물로 아열대 과일인 한라봉이 진도군에서 주렁주렁 

결실을 맺었다. 진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로 토양이 비옥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최근 수확 결과 13~15°Brix 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도군이 한라봉 재배에 나선 것은 지역의 대표 밭작물인 진도 

대파에 비해 평당 소득이 높아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08년 1농가(0.08ha)를 시작으로 올해는 23농가(5ha)로 재배 농가가

확대됐으며, 군은 진도 황금봉으로 상표 등록과 함께 진도 행복팜 

하우스 등 시설 하우스 지원으로 기업형 시설 재배 전업농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 또 당도 13°Brix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의 규격 과일만을 출하

하도록 유도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진도 황금봉이 명품 

과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신품종인『진도 황금봉』은 속이 빈틈없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로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해 수확이 한창이다.

❍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kg 28,000원, 5kg 45,000원에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48여톤을 생산, 올해 10억여원의 소득을 기대

하고 있다.

* 출처 :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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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정보

 중국, 토마토 가공제품 수출 동향 

❍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케첩 생산국임. 중국에서 생산되는

케첩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의 2017년 1월부터 10월 간 케첩 수출량은 67만 3,500톤으로 

동기 대비 13.65% 감소함. 수출액은 5억 1,700달러로 동기 대비 14.4%

하락함. 평균가격은 1톤당 768달러로 전년과 비슷하나 2015년 대비 

20.17% 감소함. 최근 3년간 평균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에서 수출하는 케첩 종류는 규격에 따라 크게 5Kg 이하의 

소포장 케첩과 5Kg 이상인 대포장 케첩으로 나눌 수 있음. 2017년 

1월부터 10월간 소포장 케첩 수출량은 28만 6,200톤으로 동기 대비 

9.77% 감소하였으며, 대포장 케첩 수출량은 38만 7,300톤으로 동기

대비 1.63% 감소함

❍ 중국의 토마토 가공제품 소비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중국에서 

생산된 케첩 중 95%이상이 수출용임.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의 

1인당 토마토 가공제품 연평균 소비량이 3kg이상인 반면, 중국은 

0.02kg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반면 가공식품에 비해 신선 토마토의 경우 중국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21Kg 달함. 향후 중국의 케첩 등과 같은 토마토 가공

제품의 소비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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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쌀 가격 급등으로 쌀 수입 

❍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조달청(Bulog)을 통해 베트남과

태국 등 국가에서 중간등급 쌀 50만톤을 수입하기로 함

❍ 지난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지금부터

수입을 추진하면 1월 말쯤 쌀이 국내로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쌀을 수입하면 국내 쌀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농민들은 국내 벼 수확기가 2월 

중순부터 시작해 3월과 4월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앞두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쌀이 수입돼 풀리면 공급이 급증하면서 쌀

값이 하락해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함

❍ 지난 2개월 간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

했음. 특히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쌀값이 크게 상승해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이 됐음. 중앙은행 물가 고시 웹사이트 hargapangan.id에 

따르면, 12일 기준 자카르타 쌀 가격은 kg당 13,600루피아로, 지난 

2개월 간 13.3% 상승했음. 서부자바 지역은 9.4%가 올라 kg당 

11,750루피아가 됐고, 동부자바 지역은 9.8%가 올라 kg당 11,550

루피아가 됐음 

❍ 조달청의 쌀 재고에 대해, 농업부는 12일 기준 93만톤으로 다음 

수확기까지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무역부는 조달청의 쌀 재고가 평소 재고량 95만톤에 못 

미치는 88만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음

❍ 조달청은 올해 국내 농가가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해 재고를 

확보할 방침임. 무역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간

등급 쌀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서 고급 쌀 가격을 넘어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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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민쌀과 자포니카쌀 같은 고급 쌀의 가격은 평상시에 kg당 

9,450~10,250루피아 수준임

❍ 지난해 11월 기준 태국과 베트남 쌀 가격은 각각 톤당 399달러와 

392달러로 Kg당 5,300루피아 수준이었음. 인도네시아농민연맹(FSPI)

헨리 사라기 회장은 중간상인과 투기꾼들의 매점매석과 병충해로 

인한 생산 감소로 쌀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옴부즈맨은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충분하지 못하고 편차도 크다며

수확기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 쌀을 수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 이번 쌀 파동과 관련해, 옴부즈맨은 농업부의 쌀 생산량 통계가 

부정확해 적절한 재고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 이에 대해 중앙통계청과 농업부는 기존 표본조사 방식에서 위성

사진과 현장 조사를 합쳐서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17년 쌀 재고량이 많아 수입을 제한하였으나 쌀 

생산량 통계 부정확과 재고관리 문제로 인해 최근 쌀 부족현상으로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2월부터 쌀 수확을 시작하여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으나 추이를 파악하여 한국쌀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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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선물가격, 미국 남부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일 대비 1.5% 상승

❍ 밀 선물시장 시황(▲1.5%)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이 캔자스시티의 경질 

적색 겨울 밀 선물이 3개월 이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요일 기술적인 

매도로 인해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계자들은 경질 적색 겨울 밀이 

자라는 미국 남부 평원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시장을 도왔다고 전했다.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3%)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로 

상승했으며, 관계자들은 수출경쟁국인 아르헨티나의 가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 농무부(USDA)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미국산 옥수수 12만 5천톤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곳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 대두 선물시장 시황(▼0.7%)

   - 대두 선물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 당 10달러로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다. 미국 달러의 약세와 경쟁국인 

아르헨티나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주요 재배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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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및�홍보안내

 쌀 등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읍면동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 -

❍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비롯한 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의 농가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

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m2(300평)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불금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해야 합니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중 지급됩니다.

❍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ha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규모입니다.

❍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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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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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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