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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1-4-7

 고양 화훼, 융복합산업을 통한 재도약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50,280백만원

❏ 사업개요   

○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글로벌 화훼 네트워크 구축 및 계절별 꽃문화 축제 정착

○ 고양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및 화훼물류유통시설 네트워크 강화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목    표   

○ 화훼농가 참여 확대와 꽃소비 확산으로 화훼 농가 소득 증대

○ 민선 7기 임기 내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구축 완료

○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화훼산업 생산기반 안정화와 고품질 화훼류 생산

❏ 추진계획 

○ 화훼 소비문화 확산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

- 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품목별 꽃 전시회 개최

-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화훼 소비 확대 및 생활 속 꽃

문화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

○ 화훼산업 유통체계 및 화훼물류 유통시설 구축

- 대규모 화훼소비시장인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고양화훼단지 내 공동선별장 운영, 한국화훼농협 고양화훼유통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 화훼수출농가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

-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단지 시설개선 지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농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추진

○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ICT융복합지원 등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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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계절별 꽃축제

화훼수출
2,000만불

화훼수출
2,200만불

화훼수출
2,300만불

화훼수출
2,400만불

화훼소비활성화
사업

1개사업 2개사업 3개사업 3개사업 3개사업

수출경쟁력제고사업
및농식품참가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선정

GB관리계획
변경승인및
사업착공

사업 준공
유통센터
운영

유통센터
운영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50,280 7,452 11,118 13,642 9,034 9,034 0

고양국제
꽃박람회 등

계절별 꽃축제

국비

도비

시비 6,800 300 1520 1660 1660 1660
기타 19,531 500 4442 4863 4863 4863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국비

도비 86 86
시비 691 20 221 150 150 150
기타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식품참가지원

국비

도비 853 137 179 179 179 179
시비 3,022 1275 436 437 437 437
기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국비 3,789 877 494 968 725 725
도비 782 402 222 126 16 16
시비 4,726 941 518 1259 1004 1004
기타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
센터 건립

국비 4,000 1200 1200 1600
도비 360 360
시비 3,640 1200 840 1600

기타 2,000 600 600 800

 ※ 기타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한국화훼농협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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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및 대책 

○ 쟁점

- 수도권 서북부권역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사업이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름

○ 대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방안 모색

❏ 타 기관 협조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도시주택과,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정비과, 한국화훼농협

- 수도권 서북부권역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추진 및 GB 관리계획 

변경승인 관련 협의 필요

총괄부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 8075-4231 화훼산업팀장:한성준 ☎ 4251 담당자:유홍연 ☎ 4252

협조부서

원예경영과장 : 김기주 ☎ 044-201-2251 팀장 : 정현주 ☎ 2261 담당자 : 노은주 ☎ 2262

친환경농업과장:김영호 ☎ 8008-8450 원예특작팀장:원익재 ☎ 5454 담당자:김건종 ☎ 5455

도시주택과장:고강수 ☎ 8030-4140 개발제한구역팀장:김광진 ☎ 4191 담당자: 홍재석 ☎ 4192

도시정비과장:이관훈 ☎ 8075-3140 그린벨트관리팀장:김종선 ☎ 3147 담당자:이석규 ☎ 3148

경제사업본부장 : 김종호 ☎ 910-8085 경제기획팀장 : 박성규 ☎ 8082

운영본부장:진태을 ☎ 908-7752 경영기획팀장: 김인철 ☎ 7756 담당자: 송상민 ☎ 7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