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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 등록부서축산과

한우 경매가격 하락 따른 축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 

친환경농업대학 ‘청년한우반’ 운영 … 종축개량, 명품 한우 육성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한우 경매가격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27일 오전 영산포 우(�)시장을 찾아 FTA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애로

사항을 듣고 한우 경매시세와 수급, 거래현황 등을 살폈다. 

나주축산농협 가축시장인 영산포 우시장은 지난 1997년 부지 10만362�규모로 개장했다. 매주 금요일 한우(비육우·번식우·송
아지) 경매 시장이 열리며 연 평균 한우 1만5000여두가 거래된다. 

이날 축산인들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보전도 어려운 한우 사육 여건에 대한 고충을 전했다.

윤 시장은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등 15개 지원 사업을 비롯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기준 금액 인상,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장기과제인 종축개량사업 추진 등 한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해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219농가를 대상으로 136억1900만원을 1%의 저금리에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작년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미FTA에 따른 2026년 무관세·수입쿼터 해제에 대응해 종축개량을 통한 명품 한우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연도 친환경농업대학에 ‘청년한우반’을 신설, 우수 육종 한우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축산인 30명을 대상으로 총 29차시 진행되는 청년한우반은 사양관리, 종축개량, 질병 예방

교육 등을 중점 다룬다. 

개체 관리를 위한 암소감축 등 전라남도 연계 브랜드 사업, 소비촉진행사 추진과 더불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기준 금액 인상 건

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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