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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대상 : 친환경 인증 받은 농업인(단체)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사업내용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천원/ha)

구분 유기 무농약

과수 1,800 1,200

채소 1,600 1,000

벼 등 1,200 500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지원단가 : 180천원/건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대상 : 친환경 벼 재배농가(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

사업내용 : 새끼우렁이 구입비(12㎏/㏊) 지원

10a(300평)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공급량

공 급 량 : 1.2㎏(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지원단가 : 12,000원(새끼우렁이 10,000원/㎏ 기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 :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 당 0.1~5.0㏊

지원기간 및 지원단가

지원단가(천원/㏊)

무안의농업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지원친환경농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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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기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5년(5회) 700 1,400 1,300

무농약 3년(3회) 500 1,200 1,100

유기지속 무기한 350 700 650

구분 지원기간

지원단가(천원/㏊)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규산‧석회질‧패화석 비료 구입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 지원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유기농팀 (☎ 450-4071, 4072,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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