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위원회 

     
2018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기 간 : 10.16 ~ 24 (7박9일) 

연수개요 

지 역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공식방문 – 5개 기관·단체 
       현장시찰 – 3개소 

인 원 : 12명 
              도의원  9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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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 38%,  65세이상 
 농업소득 1,290만원 

취약한 농업 
생산구조 

TEXT 
HERE 

농축산물 수입 
3,400만톤(약 28조원) 

수입개방 

기상이변 재해보험료 지급 4배   (5년간) 
가뭄, 적조, 가축전염병  

농업지표 곡물 자급률 21% 
농축산물 무역적자 세계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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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 현실 절감 
 ▶ 현지확인 3회, 간담회 2회 

 농업 선도국 현지방문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모델 제시 

초선 도의원 7명(63%), 百聞不如一見 

단 하나라도 우리농업에 접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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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근교 축산농장 
              (LA Cerra) 

02 프랑스 농업유지협회 
마드리드 농산물시장 

03 스페인 수산연맹 
         (CEPESCA) 

04 프랑스 일드마사회 
                  (CREIF) 

스마트농업 
  (상주 스마트혁신밸리) 

유통구조 
(수급문제) 

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신설) 

수산가공업 육성 

말산업육성(6차산업) 

(영천경마공원) 

어족자원 
고갈 

신성장 
동력 부재 

취약한 
농업생산구조  01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조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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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  :  이탈리아 

EU국가 중  2번째 농업 생산국 

농림어업 생산액 한국의 2배 

포도생산 세계 1위, 과실․채소생산 세계 6위 

 농어업 현황 

한국대비 농가수 1.5배, 경지면적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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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축산농장(LA Cerra) 

대도시 근교 종합농장 체험농장, 자녀교육 

스마트 축산(가축이력제) 축산물 사육, 가공, 판매 

6 

fa
rm

in
g 

agriculture 

fis
he

ry
 



농축산, 서비스 복합경영 

스마트팜, 저밀도 가축사육 

근교농업의 新 패러다임 
도시근교형 농축산업육성 

휴양, 레저, 교육복합 
농촌문화 공유(도농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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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  :  스페인 

농수산업이 GDP 3% 차지 

EU국가 중  4번째 농축수산 생산국 

와인용포도, 올리브유 생산 세계 1위 

 농어업 현황 

2016년 EU 유일 농축수산 2.9%성장(약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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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농산물시장 

규격화된 상품포장, 진열 수요맞춤형 위치,접근성 

전자 경매, 수요예측  농수산물 판매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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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type 

02 농수산물 빅데이타 구축 
생산·수급조절(가격안정) 

03 도소매 판매방식 도입 
원스톱판매(소비자 직접) 

농산물 규격시스템 도입 
고부가 가치 상품 탈바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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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산연맹(CEPESCA) 

수산물생산자 조직화 자율적인 어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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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 : 2007년 설립, 유럽최고 어업 사조직 

 회 원 : 어업회사 800개, 보트861척, 승무원 10,000명 

 점 유 : 스페인 총 어업생산량 50% 점유 

 내 용 : 불법어업방지, 수산양식, 가공 등 기술공유 및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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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어업구조 혁신 

자율적 어업규제방식 
후계어업인 양성 

어업인의 조직화 
신지식,정보 공유 

수산 2차가공 활발 
(문어, 홍합통조림) 

양식업 육성(참치) 

어업생산성 향상 어업인 권익보장 

어족자원 고갈, 기상이변에 따른 새로운 수산업 활로 모색 

어업인 공동체 구성을 통한 자율적 관리 모델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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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  :  프랑스 

밀생산 EU 1위(26%), 농산물 가공업 EU 2위 

 농어업 현황 

농업종사 가구 22년간  51%감소 
 but,  100ha이상 대규모 농가 2배 증가 

농축산물 수출액 세계5위(88조 3천억) 

EU  1번째 농업 생산국, 농식품흑자 7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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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업유지협회(AMAP) 

농민( 직접 판매+유통) 
소비자(농작물 생산참여) 

농민과 소비자 연결 
올바른 먹거리 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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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 :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현실을 보고 만든 협회(2001년) 

 조 직 : 프랑스 공동체농업을 대표, 전국 700여개 

 내 용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제휴,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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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type 

02  수요예측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조절 방안 제시 

03 골목형 로컬푸드사업 추진 

소비자와 연계한 자율 유통 
구조 도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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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말산업 현황 

  말산업의 전분야가 고루 발달한 것이 특징 

  인구68명당 말 1필, 레저용(80%), 경마용(20%)  

     말산업 개요 

  235개 경마협회, 마필생산 + 농축산업 겸업 

  평균 연수입 5,250만원(일반 수입의 2배) 
  고용창출 74,000명 

     경마 산업 

  승마인구 220만명(3.3%), 승마장 8,219개 

  승마연맹 주축(라이센스, 교육, 국가자격증 발급) 
  말거래 가격 평균 1,480만원 
  고용창출 16,000명(성장률 3~5%) 
  말고기 소비 유럽 3위,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 

     승마 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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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마사회(CREIF) 및 승마학교 

 

임원은 각 승마대표 중 선출 

일드마사회 주요현황 

일드지역 700여개 승마클럽 가입 
새로운 승마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 

승마관련 각종행사 : 연간 100회 

승마관련 종합 교육센터 기능 

일반교육 : 가족단위, 장애인, 유소년 
직업교육 : 유소년, 직업승마인, 선수 

승마를 통한 신체, 정신치료 병행 
유소년 승마 집중(주 1시간 필수) 

부지+시설= 정부지원, 협회는 운영 

운영상의 특징 

말 240필, 직원 49명 
연간 수입 600만 유로(78억) 

승마학교 주요현황 

승마장60ha, 마장3, Pony클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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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6차산업육성 

복합레저시설 

01 

어린이승마 
전문교육기관설립 

정규교육에 편입 

02 

말관련 식품산업 

03 

신성장 동력 축산업 다양화 교육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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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생산, 가공, 판매, 휴양 복합 

생산과 

소비연계 
  농업인과 소비자 직접연결  

  기르는 어업으로 大전환  
 수산물 가공산업 

 경마+승마+말식품+관광 

수산물 
가공산업 

6차산업
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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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內 

농수산 통계·유통·판매분석 

빅데이타관리 전담부서 新設 

말산업 6차산업 육성 

어린이승마전문센터 건립 
(복합교육+정신치유+장애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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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밸리 
+ 

 농업기업유치 
+ 

 경 상 북 도 

농업관련 
복합산업단지 

확대 

01 

농수산물 가격안정 



온난화 
대체작물 
(터키) 

해외 
직접재배 
(베트남) 

수산양식 
(노르웨이) 

청년 
농업인육성 

(일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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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