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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 공공비축미곡 : 3,905,240kg(97,631포/40kg)

  - 시장격리곡 : 127,200kg(3,180포/40kg)

 • 대모건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준공 / 10억

 • 유기농체험교육센터 무사고 공사추진(191억원) / 공사준공‘23. 4월

□ 2023년 공모사업 선정

 • 앙성 본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년차) / 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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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및 인구
◦ 농 가 : 8,933호

◦ 인 구 : 20,202명

□ 경지면적 : 13,370ha
◦ 논 : 5,300ha, 밭 : 8,071ha, 가구당 경지면적 : 1.5ha

□ 주요농산 현황

 주요작물별 재배현황[2021년 12월기준]

구  분 벼 사 과 복숭아 배 인 삼 담 배 고 추

농가수(호) 5,546 1,557 1,631 79 353 115 2,876

면 적(ha) 4,325 1,094 1,160 41 337 195 276

 쌀 생산량 추이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재배면적(ha) 5,132 4,840 4,537 4,582 4,548 4,548 4,325

총생산량(톤) 27,888 24,268 22,619 24,092 22,920 24,104 22,187

단 보 당(kg) 543 501 499 526 504 530 513

 쌀소득보전직불제 최근5년간 지급현황

연도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농가수(호) 면적(ha) 지급액(천원) 농가수(호) 면적(ha) 지급액(천원)

2018 6,432 5,313 5,135,468 5,375 4,143 706,107

2019 6,332 5,150 4,988,246 5,235 3,979 1,460,788

2020 기본형공익직불금 (농가수 10,303명 / 면적 9,124ha / 지급액 17,409,704천원)

2021 기본형공익직불금 (농가수 10,053명 / 면적 8,778.1ha / 지급액 16,831,898천원)

2022 기본형공익직불금 (농가수 9,966명 / 면적 8,519.6ha / 지급액 16,428,642천원)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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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내역

지역별 품질인증면적 농가수 기준년도

충  주

382.4 256 2005.12.31일기준

535 416 2006.12.31일기준

801 551 2007.12.31일기준

981.1 688 2008.12.31일기준

1,023.7 807 2009.12.31일기준

1,038.2 878 2011.12.31일기준

1,038.2 862 2012.12.31일기준

820.0 704 2013.12.31일기준

747.0 630 2014.12.31일기준

578.2 481 2015.12.31일기준

421.0 339 2016.12.31일기준

426.3 352 2017.12.31일기준

430.6 331 2018.12.31일기준

432.3 343 2019.12.31일기준

425.5 349 2020.12.31일기준

398.0 328 2021.12.31일기준

378.4 334 2022.12.31일기준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현황(‘22.12.31일 기준)

구  분 계 곡류 채소 과수 과채류 잡곡
임산물 

및 기타

농가수 334 157 55 40 22 17 43

면적(ha) 378.4 203.4 47.5 19.9 17.2 11.2 79.2

면적대비
비율(%)

100.0 53.8 12.5 5.3 4.5 3.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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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으로 잘사는 농촌 건설

전
략
목
표

 ◦ 농촌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안정 강화
 ◦ 농업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

중

점

과

제

    1.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2.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3. 소비자 선호에 맞는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

    4. 충주 “고품질 쌀”홍보 지원

    5.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농기계 지원

    6.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경영안정 지원

    7.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소득보전금 지급

    8. 과수 신규과원 조성 지원

    9.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10.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

   11. 시설원예작물 토양개선 및 시설 지원

   12. 특용·약용작목 영농자재 지원

   13.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14.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경영안정 지원

   15.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16.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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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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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투자 계획 주요사업 투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 원 별 사 업 비 (천원)
비고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및기타

계 32개사업 32,632,750 20,352,680 1,713,511 5,561,359 5,005,200

영
농
자
재
지
원

1.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4,325ha 769,737 - 207,829 484,934 76,974

2.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4,400ha 660,000 - - 330,000 330,000

3.종자(육묘상)처리제 지원 3,410ha 341,000 - - 170,500 170,500

4.초기제초제 지원 4,100ha 164,000 - - 82,000 82,000

5.고품질쌀 생력재배 지원 787ha 157,000 - 33,030 76,930 47,040

6.보리·밀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32.4ha 16,200 - - 8,100 8,100

영

농

장

비

지

원

7.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1개소 300,000 - 63,500 147,000 89,500

8.동력살분무기 지원 50대 35,000 - - 17,500 17,500

9.곡물 건조기 공급 6대 60,000 - 9,000 21,000 30,000

10.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드론) 공급 2대 60,000 8,400 33,600 18,000

11.영농기계화장비 공급 115대 235,940 - 35,390 82,580 117,970

12.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280대 28,000 11,200 5,040 11,760 -
13.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582건 602,870 - 54,260 126,600 422,010

쌀
생
산
유
통
활
성
화
지
원

14.쌀전업농 농업전문지 보급 180부 12,960 - 2,580 10,380 -

15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 639ha 319,000 - 58,300 260,700 -

16.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11개소 198,000 - 45,760 111,680 40,560

17.충주쌀 고가판매 사업 2건 150,000 - - 150,000 -

18일반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 6,100매 67,100 - - 33,550 33,550

19.공공비축미곡용 톤백 지원 4,000매 50,000 - - 50,000 -

20.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 20대 32,000 - 4,800 11,200 16,000

21.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 7,000매 28,000 - - 28,000 -

22.대표브랜드 쌀포장재 지원 240천매 120,000 - - 60,000 60,000

소

득

지

원

23.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0,672ha 20,335,000 20,335,000 - - -

2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3,541ha 318,690 - 318,690 - -

25.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4,100ha 1,435,000 - - 1,435,000 -

26.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4,320ha 321,939 - 95,613 226,326 -

27.보리·밀 우량종자 확보지원 36ha 8,336 - - 8,336 -

28.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372ha 5,349,466 - 764,200 1,273,666 3,311,600

29.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9대 16,200 6,480 1,944 4,536 3,240

30.가뭄대비 급수저장조
(물저금통)지원 23대 34,500 - 5,175 12,075 17,250

31.읍면동 지역특화사업(식량) 5개면 226,812 - - 113,406 113,406

32.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 400ha 180,000 -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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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농업인 간접 소득보전 차원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자재 지원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추진방침

  ❍ 벼재배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지별 실 경작자 지원 원칙

  ❍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급제품 선정

  ❍ 지원 상한기준 준수

 2023년도 사업계획

  □ 세부 사업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기준)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2개 사업 4,325 769,737 207,829 484,934 76,974

벼영농
자재 
지원

맞춤형비료

4,325 749,737 204,229 470,534 74,974

10포/ha
포당 최대 2만원 
기준 90% 지원

수용성규산
(맞춤형비료와 
수용성규산 중 
1항목만 선택)

10병/ha
90% 지원

(180천원 보조)

논타작물재배 20 20,000 3,600 14,400 2,000

개소당 
20백만원 기준

90%지원
(18백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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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0.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도내 거주 농가가 타시도 연접시군에 논을 경작할 경우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하고 기타 타지역재배 논은 읍면동장이 별도 조사하여 공익직불제,

      경작사실확인서 등 근거서류 첨부하여 포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내용 : 영농자재 공급지원, 논타작물 재배단지 지원

  ❍ 지원제외 : 친환경 인증 농가

  ❍ 부담비율 : 도비 27%, 시비 63%, 자담 10%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023년도 사업실시요령

〈영농자재 공급 지원〉

  ❍ 대상농가 선정(읍면동) : 2023. 1.

    ∙ 도내 거주하며 논에 벼농사를 0.1ha 이상(1,000㎡) 경작하는 

농업인(휴경농지, 타작물 재배농지 제외)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 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이장의 실 경작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 지원자재 선정 : 2023. 2. 

    ∙ 행정, 지도, 농협,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농업인대표, 이장, 

     제조(공급)업체 등으로『읍면동 영농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 자사제품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을 현혹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물란케

      하는 제품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유기농업자재공시를 받은 

제품을 선정 공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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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물량 확정(읍면동) : 2023. 2. 

    ∙ 읍면동, 마을별 논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대인별 면적으로 배정

    ∙ 농가별 배정은 실경작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배정

    ※벼를 경작하지 않는 농가 및 농지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일부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 상한선을 정하여 물량 결정

    ※입․출입 경작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간, 마을간    

      문제는 읍면동․마을 단위에서 상호협의 해결하여 민원 예방

   ❍ 물량공급(읍면동) : 2023. 4. (영농기전 공급 완료)

    ∙ 농업인이 수령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을 단위까지 수송

    ∙ 적기 영농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공급

    ※ 벼를 경작하지 않는 농가와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공급될 시 자재를 환수하여 실 경작자에게 공급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 논 타작물 재배 집단화(5㏊ 이상) 가능 단지에 대한 영농자재, 기반조성비 및 

농기계 등 지원 

     ※ 일반작물은 지역 특화작목 위주로 재배하고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통한 판매망 확보 필요

  ❍ 지원대상

    ∙ 단지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단체

    ∙‘22년 타작물 집단화 지역

    ∙ 들녘별 *타작물 재배 5㏊이상 집단화 지역

    ※ 들녘별은 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집단화된 지역을 말함

  ❍ 지원내용 : 시설, 장비, 농기계, 기반 조성비 및 영농자재 등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20백만원 기준, 18백만원 보조 

    ※ 지원금액은 시군 영농지원 협의회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사업신청 : ‘23. 1. ~ 4.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23. 4. ~ 23. 5.) 및 사업 시행

     ※ 특정품목 과다 재배가 우려되거나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  

       신청 시 사업 대상 배제

  ❍ 이행점검(6∼7월)

     - 신청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식재 및 신청 면적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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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12. 

     - 맞춤형 비료/수용성규산 : 2023. 6월까지 보조금 정산 완료

     - 논타작물재배 : 2023. 12월까지 보조금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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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상토 확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

 추진방침
  ❍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상토 선정 공급

  ❍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 선정 적기 공급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4,400 660,000 330,000 330,000  

  ❍ 지원대상 : 2023.1.1.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못자리은행 상토지원 : '22년 육묘 생산실적 기준 60% 적용

      - '22년 육묘 생산량 : 263,490상자 / 878ha(1ha당 300상자 기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기준 :

    - ha당 150,000원 기준 75,000원 보조{ha당 최대 25포(40kg)신청 가능}

    - 포당 6,000원 기준 3,000원 정액 지원(추가분은 자부담)

  ❍ 선정 및 공급(읍면동)

    ∙ 공 급 처 : 읍면동 해당 지역농협 등
    ∙ 농가별 상토 공급량은 포대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우리시의 농지에 논농사를 경작하는 실경작자
    ∙ 대상농가
     -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 경작면적(휴경농지, 타작물재배농지 제외)이
       1,000㎡이상인 농가
     - 직접 벼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 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리장의 실 경작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조치
     ※ 실제 재배면적보다 많이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가 배정 시 배정기준 준수(실경작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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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못자리은행 육묘생산 실적(참고자료)

읍면동 못자리은행명 대표자
'22년 육묘상자

생산실적
(상자)

'22년 육묘상자 
생산실적의 60% 

(상자)

'23년 상토 
배정량
(포)

11개소 소계 263,490 158,094 13,200

주덕읍 중원위탁영농법인 엄운용 35,040 21,024 1,760

산척면 북충주 못자리은행 윤진용 60,000 36,000 3,000

중앙탑면 중앙탑면 쌀전업농회 백설현 41,500 24,900 2,080

금가면 금가남부쌀작목반 이성영 9,000 5,400 450

노은면 대덕영농조합법인 이문수 25,000 15,000 1,250

동량면 용교영농조합법인 이혁주 5,000 3,000 250

대소원 대소쌀전업농영농법인 어한우 13,000 7,800 650

소태면 한강수친환경쌀영농법인 노한식 6,950 4,170 350

금가면 금가쌀작목회 배인호 15,000 9,000 750

엄정면 탄방유기쌀영농조합법인 윤상인 23,000 13,800 1,160

앙성면 앙성쌀전업농회 안충기 30,000 18,000 1,500

※배정근거 : 2022년 사후관리조사결과 육묘생산실적 60% 범위내에서 배정

(개인별 전용상토 지원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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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육묘상)처리제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볍씨종자 및 육묘상자 소독으로 병충해 동시 방제 효과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사기 진작 

 추진방침

  ❍ 볍씨종자 및 육묘상자 소독을 통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 우량묘 육성으로 고품질 쌀 생산 효과

 2023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종자(육묘상)처리제 지원 3,410 341,000 170,500 170,500

  ❍ 지원대상 : 2023.1.1.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제외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및 희망농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내용 : 볍씨 종자소독약 또는 벼 육묘상자 처리 농약 공급
                (중복선택 불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종자소독약 

    - ha당 100,000원 기준 50,000원 보조(ha당 최대 5봉(병)신청 가능)

    - 병(봉)당 20,000원 기준 10,000원 보조(추가분은 자부담)

    - 사용량 : 1봉/100g에 볍씨 10kg 소독량임(본답 2,000㎡용)

   ∙ 육묘상자 처리제

    - ha당 100,000원 기준 50,000원 보조(ha당 최대 10봉(병)신청 가능)

    - 병(봉)당 10,000원 기준 5,000원 보조(추가분은 자부담)

    - 적용해충 : 벼 물바구미, 잎 도열병, 애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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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방법

   ∙ 공급처 : 읍면동 해당 지역농협 등

   ∙ 마을별 농약 공급량을 공급처 및 이통장에게 통보

   ∙ 공급처는 마을별 공급량을 영농회장 또는 마을회관까지 공급하고 읍면동장에게

      공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지급 후 정산 보고 

  ❍ 농가별 약제 배정

   ∙ 볍씨소독약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 즉시 공급

   ∙ 농가별 약제 물량 배정 시 농가 벼 재배면적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절대 금지

  ❍ 제품선정

   ∙ 효능이 우수하고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선정ㆍ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별, 마을별, 읍면동별 등 자체세부추진계획 및 자체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제품 선정 시 일부 자사제품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을 현혹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할 것

       ※ 읍면동, 마을별 등 영농지원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제품 및 대상자 선정 등 

자율 선정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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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제초제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깨끗한 들판 조성

 추진방침

  ❍ 이앙 후 초기제초제 사용으로 잡초발생 억제효과 극대화

  ❍ 농약 안전사용 지도․홍보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

 2023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초기제초제 지원 4,100 164,000 82,000 82,000

  ❍ 지원대상 : 2023.1.1.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농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내용 : 이앙 후 초기제초제 공급 

  ❍ 제외대상 :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 재배지역

  ❍ 지원기준 : 

   ∙ ha당 40,000원 기준 20,000원 보조(ha당 최대 10병(봉)신청 가능)

   ∙ 병(봉)당 4,000원 기준 2,000원 정액 보조(추가분은 자부담)

  ❍ 선정 및 공급 : 벼 본답 이앙기 이전에 공급

   ∙ 공 급 처 : 읍면동 해당 지역농협 등

   ∙ 제외대상 : 농가 벼 재배면적을 준수하여 공급하되 변동분에 대하여 읍면동 

및 마을별로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우렁이 종패 사업추진 농가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농가별 배정시 벼 재배면적보다 과도하게 배정하여 형평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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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장은 기 선정된 농약에 대한 마을별로 농약 공급량을 공급처에 

통보하여 농약공급을 원활히 추진

   ∙ 공급처는 마을별 공급농약을 영농회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마을회관까지 

공급하고 읍면동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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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맞춤형시비, 병해충방제 등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토양개량, 내병성증가, 도복방지, 수량증대,
미질향상 등 다기능 효과 극대화

 추진방침
  ❍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가급적 품질인증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급

  ❍ 쌀전업농 대지별 실 경작자 지원 원칙

  ❍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 쌀 전업농의 의견을 최대 반영  

     공급자재 선정지원

 2023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총사업비
(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비 시비 자부담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지원

787 157,000 33,030 76,930 47,04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쌀 전업농(한국농어촌공사 등록자 또는 충주시연합회 회원)

       ※ 쌀전업농회원 여부 필히 확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기준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ha당 200,000원 기준, 140,000원 보조

  ❍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병해충관리

용, 토양개량제 및 생육자재용 등) 또는 품질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기준>

      - 안정성 및 효과(약효, 비효)가 입증된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받은 자재 중 유효기간(3년)동안 인체 또는 식품 등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는 것

      - 동일 작물에 포장 시험결과 무시비구 대비 효과(비료, 약효)가 인정되고 비료, 약해가 

없는 자재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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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사업실시요령

  ❍ 대상농가 선정(읍면동) : 1월 ~ 2월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쌀전업농(필지)우선 지원

    ∙ 충주시 쌀 전업농 연합회원으로서 직접 벼 농사에 종사하는 자(임차농지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리장의 실 경작확인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지에 대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자재 선정 : 2월

     ∙ 읍면동 영농지원협의회를 구성 자체심의 결정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장 및 읍면동 쌀전업농회장 포함)

    ∙ 자사제품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을 현혹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제품은 공급대상에서 제외(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유기농업 자재 품질보증 여부 확인)

       ※ 품질안전성 및 효과가 입증된 자재로 농협 등 계통공급 가능제품 우선

  ❍ 공급 물량 확정(시, 읍면동) : 2월 ~ 3월

    ∙ 읍면동, 마을별 쌀전업농 회원들의 논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대인별 면적으로 배정

    ∙ 일부 쌀 전업농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 상한선을 정하여     

      물량결정(지급상한선 5㏊이하)

         ※읍면동에서는 입․출입 경작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철저

 참고자료(2022년 쌀전업농 읍면동별 회원수)

주덕 살미 수안보 대소원 신니 노은 앙성 중앙탑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충주
1동

충주
2동

회원수 71 11 24 102 80 53 76 30 77 45 32 35 24 16 12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2.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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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리·밀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식용보리 및 밀 재배면적 증가로 식량자급률 증대

❍ 보리·밀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추진방침

❍ 작부체계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 식용보리 및 밀을 파종한 농가에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시비 자부담

32.4 16,200 8,100 8,100

❍ 지원대상 : 2023. 1. 1. 충주시에 주소를 둔 0.1ha 이상 식용보리 및 

밀을 파종한 농가

❍ 대상농지 : 당해년도 식용보리 및 밀을 파종한 농지

※ 식용보리 : 쌀보리, 겉보리, 오색보리 등

❍ 지원기준 : 500천원/ha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식용보리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2023. 9~10월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시, 읍면동) : 2023. 11월

❍ 보조금 지급결정 및 사업추진      : 2023. 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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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농업인 고령화와 소규모 농가의 육묘 노동력 부족해소

❍ 우량 육묘 안정생산⋅공급, 고품질 쌀 생산 기여

 추진방침

❍ 우량묘 대량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육묘 수급계획 확립

❍ 못자리은행 신규설치 및 기존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비 등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비 시비 자부담

벼 육묘장 설치(보완) 300,000 63,500 147,000 89,500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설치 또는 보완), 사업량(개소수)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못자리은행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지원개요

< 신규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제외)

∙ 지원기준 : 개소당 1.5억원 ~ 3억원 이하

    ※ 설계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 집행 가능

∙ 시설규모 : 3억원 1개소당 본답 100ha(3만상자) 이상 육묘 생산시설

∙ 지원내용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독기, 발아기, 파종기, 온풍기, 에어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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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

∙ 지원대상 : ‘04 ~‘18년 까지 기 설치된 못자리은행

     ※ 보완사업 추진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업대상자 재 선정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5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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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력살분무기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손 부족 해결

❍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작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추진방침

  ❍ 벼농사를 경작하는 고령자, 부녀자 농가에 우선지원

  ❍ 액제, 입제, 분제 등을 살포 가능한 기종으로 제품선정

  ❍ 농업인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가 제품선정

 2023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동력살분무기 50 35,000 17,500 17,500

  ❍ 지원대상 : 2023.1.1.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경영체등록 면적 확인)

     ∙ 대상자 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유의

     ∙ 기지원자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년도별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선정)

     ∙ 우선순위 : ①노약자, ②부녀자, ③장애농업인 우선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1농가 1대 공급지원 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기종

  ❍ 지원기준(1대당) : 700천원(시비 350천원, 자담 350천원)

     ∙ 보조비율: 시비 50%, 자담 50%(초과분 자부담)

  ❍ 사후관리: 농기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년 1회 이상 현지 점검(사후관리기간 6년)

  ❍ 지원근거: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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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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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곡물건조기 공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벼 균일 건조에 따른 미질 향상으로 쌀의 대외 경쟁력 확보

❍ 대량·적기 건조로 품질 균일화 및 미질 향상에 기여

 추진방침
  ❍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지원
  ❍  벼 주산지역 중심의 설치 지원 운영

 2023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비 시비 자부담

곡물건조기 공급 6 60,000 9,000 21,000 30,000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및 도내에서 실경작 2ha이상 벼 재배농가    

                (경영체등록 면적 확인, 휴경면적 제외) 

    ① 친환경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친환경 벼 계약재배 농가

    ③ 일반 벼 2ha 이상 재배농가

    ∙ 읍면동 실정에 맞는 대상농가 선정, 물량공급 등 세부사업 추진 

요령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10,000천원 (추가 소요액은 보조사업자 부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기종

  ❍ 지원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후관리 : 농기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1회 이상 현지 점검(사후관리기간 6년)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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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기종 확정          : 2023. 2.

  ❍ 구매계약(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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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드론) 공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병충해 적기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지구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 공동방제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

 추진방침

❍ 논 타작물 재배조직, 경영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우선 지원

❍ 들녘별 농자재 살포에 따른 능률성 제고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경영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 농업인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자체 협력사업 참여 가능

 2023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비 시비 자담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드론) 2 60,000 8,400 33,600 18,000

❍ 대상기종 : 드론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들녘별경영체, 기타 생산자단체등 

❍ 지원단가 : 대당 30,000천원(드론: 3개이상 업체 비교 견적)

❍ 보조기준 : 도비 14%, 시비 56%, 자담 30%

❍ 지원 대상자 선정요건 

∙ 농협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원농가에 농자재 살포나 병충해         

방제활동을 실시하거나 계획한 경우 선정 

∙ 농업법인, 작목반 등 들녘단위 경영체는 재배면적이 대규모(드론: 20ha

이상)이며 단체 공동기금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 공급기종 선정

∙ 사업자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선정 후 구입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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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제11조

❍ 공급계약 체결 : 시 대행 또는 사업자(3월)

∙ 시 계약대행 또는 사업자가 직접 실시하되 입찰방식 계약

∙ 계약체결 시 가격, 사양, 사후관리 등을 고려

❍ 농기계 공급(구입) : 시 또는 사업자(4월)

∙ 구입기종 인수증, 자부담 지출증빙 등 확인

❍ 보조금 교부 : 시 ⇒ 사업자(4 ~ 6월)

∙ 반드시 현지출장을 통한 신청기종 공급여부 확인

∙ 기대인수증, 자부담 입금내역 등 증빙서류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 

하여야 함(사후관리기간 6년)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 농기계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농기계 관리카드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 본격 영농철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기종 확정       : 2023. 2.

❍ 구매계약(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 2023. 3.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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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추진방침

❍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선정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공급

❍ 농기계 공급을 지속적 추진하여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효과 극대화

❍ 쌀 적정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농업인의 영농

기계화 장비 우선 지원

❍ 영농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공급지원 하되 총사업비

50% 이내 논전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가능

❍ 농촌 고령화 및 부녀자의 작업능률 제고로 안전영농 기반마련

2023년 사업계획

사업기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자율선정 115 235,940 35,390 82,580 117,970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대상기종 : 보행형 관리기, 경운기, 급유탱크, 농자재살포기, 육묘상자용시비기,

볍씨일괄파종기, 종자온탕소독기, 측조시비기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 대상 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적기 영농 작업 추진

❍ 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 시 자체 맞춤형 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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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비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함

                        (읍면동 배정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

    - 기타 전기종 : 2,000천원 미만의 경우 구입가격의 50% 적용

    - 기타 전기종 :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의 경우 정액지원(1,000천원)

    - 기타 전기종 : 3,000천원 이상 4,000천원 미만의 경우 정액지원(1,500천원)

    - 기타 전기종 : 4,000천원 이상 5,000천원 미만의 경우 정액지원(2,000천원)

    - 기타 전기종 : 5,000천원 이상인 경우 정액지원 (2,500천원)

❍ 보조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시 당부사항

❍ 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개최 하여 대상자 및 공급기종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근거자료 확보하여 민원 발생 사전차단

․ 최근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포기 농가는 제외 혹은 후순위 부여(예산 남을 시)

․ 과수 전업 농가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일부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철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해당 농가는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0.1ha 이상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영농규모가 크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

- 농기계 구입지원이 필요한 귀농 농업인 등

 < 우선순위 >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에서 정한 금지병해충(과수화상병 등) 발생으로

방제명령을 이행하고 1~3년간 기주식물 재배 제한을 받는 농가 우선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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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기종 선정

❍ 영농별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농기계 및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사후관리(읍․면․동)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하여야 함 (사후관리기간 6년)※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예산담당관-10877(2018.10.2.)호 관련)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가격의 5,000천원 이상의 농기계는 관리카드를 작성    

사후관리 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실시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 결정 및 공급       : 2023. 3. ~ 6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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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전수현 5764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추진방침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세트)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280 28,000 11,200 5,040 11,760

❍ 지원기준 :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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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등화장치 부착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6.

※ 개별공급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중복지원대상자가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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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전수현 5764

추진방침
  ❍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지원 대상 계약에만 지방비를 지원

 ❍ 월별 가입현황을 파악하여 예산확보 철저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건)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 비 시 비 기 타

1,582 602,870 54,260 126,600 422,010

❍ 지원대상 :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 단, 지자체 소유 농기계는 제외

❍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대상기종 : 12종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포함)

❍ 기준기준 : 도비 9%, 시비 21%, 기타70%(국비 50, 자담 20)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교부

❍ 사업시행주체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등

❍ 신청기한 : 연중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계약시 지방비 선면제 후 청구(농협손해보험)

∙ 보험완료 시 농가별 정산내역 통보 및 잔액 반납(농협손해보험)

❍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



- 46 -

[농기계종합보험 관련자료]

□ 개요

구  분 내용 비 고
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보험기간 1년 원칙(단기임대용은 1년 미만 선택 가능)

상품구성 보장종목(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특약(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자기신체사고Ⅱ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지원
가입대상 보장종목 지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 부속작업기 포함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보험료의 50%(국비),
9%(도비),21%(시군비),
20%(자담)

※ 농기계 손해(국비)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법률비용지원금특약 지원없음(자담)

□ 보장소개

보장종목 보상하는 손해

농기계 손해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
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과 통상 장치되어 있는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농기계 중 출고된 지 2년 이하의 농용트랙터 또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기계적 사고

대인배상
① 사망(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② 부상(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③ 후유장해(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 농기계의 사고란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손해액×5%)

자기신체 사고
Ⅱ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 농기계의 사고란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원할 경우
-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가입 안 됨.

법률비용 지원
금특약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5백만원 한도), 형사합의금(사망 3천만원 한도
/1인당, 상해 1~3급 3천만원 한도/1인당, 상해 4~7급 15백만원 한도/1인당) 보장



- 47 -

14.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쌀 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방침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읍면동 임원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전업농 회원 중 신문 실 구독자 등 우선 선정 공급

❍ 동일조건에서는 전업농 선정일자가 빠른 농업인 선정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도  비 시 비

180 12,960 2,580 10,380

❍ 지원내용 : 전문지 구독료 지원

❍ 신청장소 : 쌀전업농 회원으로 가입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준 : 1부당 72천원(도비 20%, 시비 80%)

❍ 지원대상 : 충주시 쌀 전업농 회원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개별통보 : 2023. 1.

❍ 공급대상자명단 통보(시 ⇒ 공급처) : 2023. 1.

❍ 공급실적 및 사업비 정산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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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과 적정

화학성 유지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추진방침
  ❍ 벼재배 집단화 지역, 친환경 인증농가 및 들녘별 경영체 참여농가 우선지원

  ❍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후 가을갈이 실천 확대

  ❍ 도내거주 및 도내소재 벼농사 필지에 한하여 지원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도  비 시 비

합계 639 319,000 58,300 260,700

도비 389 194,000 58,300 135,700

자체시비 250 125,000 - 125,000

  ❍ 지원대상 : 논토양에 볏짚 환원 경운작업 완료 한 도내 거주 벼농사

                0.1ha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경작자
     * 실경작 : 휴경농지, 타작물재배농지 제외 / 실경작자에 임차농업인 포함

    ∙ 우선순위 : ① 친환경인증 필지 ②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③ 친환경인증 희망농가 및 기타 독 농가

  ❍ 지원기준 : ha당 5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자체시비 100%)

  ❍ 지원내용 : 볏짚을 잘게 절단 가을갈이 비용 정액지원(㏊당 500천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공급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2023. 10.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및 보고 : 2023. 11.

  ❍ 사업추진상황 시⸱읍면동 합동점검 : 2023. 11.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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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쌀소비 형태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방침

  ❍ 웰빙을 생각하는 특수미 재배 확대 ⇒ 벼농사의 블루오션 개척.

      ∙ 유색미 ․ 기능성 ․ 가공용쌀 등 우선지원 (추석 전 햅쌀, 친환경 추청 제외)

  ❍ 특수미 안정적 생산 판매기반 확충 ⇒ 계약재배 단지 등 우선지원

      ∙ 생산 판매의 안정성 확보, 수확기 가격하락 방지 기여

  ❍ 특수미 생산 농자재 및 포장재 등 품질고급화 ⇒ 차별화된 쌀 생산

      ∙ 친환경 재배 유도, 다양한 고객확보, 고가판매 체계 구축

      ∙ 기능성, 유기농업자재 등 공급으로 고품질 특수미 생산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특수미 실천농업인 우선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개소)

총 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도비 시 비 자부담

11개소 198,000 45,760 111,680 40,560

  ❍ 지원대상 

     ∙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 작목반 등 영농조직체, 시군단위 연합체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단가 : 개소당 18백만원 이내(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개소당 18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규모 : 들녘단위 최소 15ha 이상 집단화 지역

  ❍ 지원내용 : 기능성․친환경 쌀생산 농기자재, 포장재(유기농업자재 우선),농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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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농기계 공급시 대당 공급가격 보조금 150만원 이하에 한함

  ❍ 단지 경영체 선정 및 조직

     ∙ 대상자선정 : 벼 집단재배(15ha 이상)가 용이하고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한

        단지(계약재배) 경영체를 우선 선정(2023. 1. 31.한)

       ※선정 우선 순위

       ① 소비처 확보 단지 경영체 우선지원 : 계약재배(계약생산 계획서) 첨부

       ② 기능성 쌀, 유색미 등 일반미와 차별된 특수미 생산단지 우선 선정 

        - 계약재배(계약생산 계획서) 첨부

       ③ 가공 수출용 특수미 계약생산 경영체 : 출하약정서 첨부

       ④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단지

       ⑤ 농가의 사업 참여 의욕이 높고, 면적이 큰 단지  

     ∙ 조직구성 : 기존 단지 경영체가 조직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조직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단지 조직을 구성 추진

     ※ 특수미 단지 경영체가 선정되면, 해당(농협, 민간)업체와 경영체간 정식 계약재배 실시

  ❍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 단지별 영농 단계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 농업기술센터 + 단지 대표 + 구매계약처)

  ❍ 단지별 시설 및 영농기자재 선정 및 지원(시)

     ∙ 특수미 품목에 적합한 영농기자재를 선정하여 고품질 특화된 명품브랜드로 육성

     ∙ 특수미 생산을 위한 기능성 자재, 작물보호제 및 논두렁시트, 톤백, 포장재  

등 소모성 자재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행정사항

  ❍ 단지선정 추천 보고                   :  2023. 1.

  ❍ 단지별 세부사업 확정                 :  2023. 2.

  ❍ 계약재배 추진상황 보고               :  2023. 4.

  ❍ 기반시설 및 영농기자재 공급실적 보고 :  2023. 12.

  ❍ 단지별 수매실적 보고                 :  2023. 12.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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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주쌀 고가판매 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추진방침

❍ 충주쌀 인지도 상승을 위해 지속 홍보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2건 150,000 - - 150,000 -

❍ 지원내용 : 2개사업 150백만원

- 대중교통 광고 : 1,000천원/대 ×10대 ×10개월 = 100,000천원

- 옥외광고 : 1식 50,000천원

행정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광고의뢰 : 2023. 1. ~ 3.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3. 4. ~ 12.

❍ 충주쌀 인지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쌀값 유도로 브랜드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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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 벼 재배농가의 수확ㆍ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건조시 미질 향상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 비 시 비 자부담

6,100 67,100 - 33,550 33,550

  ❍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일반 벼 재배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넓은 곳)

  ❍ 지원내용 : 농가별 배정 기준 : 1,000㎡ 1매 기준

    ∙ 농가별 재배면적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벼를 

재배하는 미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1매 기준 11,000원 초과분 자부담)

  ❍ 제품제작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검사기준 고시와 톤백포장재

               지침에 의한 규격품을 “참고”가감

  ❍ 대상자 선정 : (사)한국쌀전업농 충주시연합회 회원 및 벼재배농업인

       ※ 단, 친환경재배면적 및 공공비축배정물량은 제외

    ∙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읍면동별 대표와 협의 후 대상자 선정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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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도

읍면동

①

쌀전업농

②

⑧ ⑦ ④ ③

       

시

⑤

공급자

⑥

      ① 사업신청 및 공급확인서 제출     ② 대상자통보 및 공급확인

      ③ 톤백 제작 계약 및 의뢰          ④ 톤백 공급 및 증빙서 제출

      ⑤ 톤백 공급 확인 의뢰             ⑥ 공급상황 확인

      ⑦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확인   ⑧ 계획시달, 보조금지급결정, 보조금지급

 사후관리

  ❍ 벼 톤백을 보조받은 자는 벼 수확 및 보관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농가별 톤백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농가별 지원된 톤백을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시 동일사업 3년 이상 제한

  ❍ 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준할 것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7.

  ❍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7.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8.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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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비축미곡용 톤백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추진방침

❍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 및 매입실적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전량 배정(건조벼 기준)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

(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 비 자부담

계 4,000 50,000 50,000 -

톤백 4,000 50,000 50,000 -

❍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대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

- 톤백포대 : 12,500원 × 4,000매 = 50,000천원

❍ 공급된 톤백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으로만 사용

❍ 공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

- 개인별 희망량 및 매입실적을 토대로 읍면동 선정 및 공급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근거자료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하여 민원 발생 사전차단)

❍ 구입방법 : 시 일괄 구입

❍ 구입 및 공급시기 : 2023년 7 ~ 10

❍ 제품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검사기준 고시와 톤백포장재(FIBC) 및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직물포대(PP대) 지침에 의한 규격품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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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추진방침

❍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톤백저울 지원을 통한 농가 비용 절감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20 32,000 4,800 11,200 16,000

톤백저울 20 32,000 4,800 11,200 16,00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200~4,000천원/대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일반벼 재배 농가

    ※ 우선지원 : 벼 재배면적이 크고 전년도(2022년) 톤백 수매량이 많은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제품선정 : 2023. 2. ~ 3.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6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 ~ 11.

❍ 공공비축미곡 매입 형태가 PP마대에서 톤백포장재로 전환되어 수매 

농가의 톤백저울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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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추진방침

❍ 2023년 국립종자원 보급종 수매계획 기준을 토대로 전량 배정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

(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 비 자부담

계 7,000 28,000 28,000 -

포대 7,000 28,000 28,000 -

❍ 사업내용 :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

❍ 사 업 비 : 28,000천원

      - 톤백        : 12,000원 × 2,000매 = 24,000천원

      - 직물포대(PP대) : 800원 × 5,000매 =  4,000천원

❍ 공급된 포대는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용으로만 사용

❍ 공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벼, 콩)

- 2022년 매입실적 및 2023년 보급종 생산계획(국립종자원)을 토대로

선정 및 공급

❍ 구입방법 : 시 일괄 제작

❍ 제작 및 공급시기 : 2023년 5. ~ 9.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3.

❍ 수매포대 제작 및 배부          : 2023. 5. ~ 9.

❍ 보급종자 재배·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소득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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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표브랜드 쌀포장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쌀 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충주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한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로 쌀 재배농가 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 

❍ 충주쌀의 대외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쌀 포장재 제작지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사업의 극대화

❍ 충주시 대표브랜드인 미소진 쌀 포장재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고품질

쌀 인지도 향상

❍ 시를 대표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을 위한 통합RPC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240,000 120,000 60,000 60,000

❍ 지원대상 : 충주시 쌀조합법인(충주통합RPC)

❍ 지원내용 : 쌀 포장재지원(규격제품 자율선정)

❍ 지원기준 : 매당(500원)×240,000매=120,000천원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담 50% (매당250원 지원)

❍ 포장재 제작기준 : 6종류(1kg,4kg,5kg,10kg,20kg,박스포장재)
※ 포장단위는 수요자 희망에 따라 제작 가능하며 사업비는 총사업비와 일치하거나 많아야 함.

행정사항

❍ 보조금 지급신청            : 2023. 3.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4.

❍ 포장재 제작 및 보조금 청구 : 2023. 6.

❍ 보조금 정산보고            :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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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추진방침

❍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2020년부터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국비 도 비 시 비

10,672 20,335,000 20,335,000 - -

❍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지급대상 : ‘16년~’19년 기간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 지급기준 

① 소농직불금

※ 다음사항 충족시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 농지 경작면적: 0.1~0.5ha이하

- 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미만

-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

-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2,000만원 미만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4,500만원 미만

- 기타 소득금액: (축산업)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3,800만원 미만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59 -

②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단계                 구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음의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

상인 자

②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자,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  

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

는 수령한자

⑥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자(해당농지에 한함)

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함)

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행정사항

❍ 경영체 등록                    : 2023. ~ 4.

❍ 직불금 신청·등록               : 2023. 3. ~ 4.

❍ 심사위원회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2023. 5.

❍ 등록내용 변경 및 점검          : 2023. 5. ~ 9.

❍ 공익직불금 교부요청            : 2023. 10.

❍ 공익직불금 지급                : 2023.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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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추진방침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원

❍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홍보 강화

m「2023년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과 연계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 비 시 비 자부담

3,541ha 318,690 318,690 - -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ha당 9만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면적 : 0.1ha ~ 5ha

❍ 지원기준 : 도비 100%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3. 2. ~ 4.

❍ 현지 및 실경작 확인 : 2023. 6. ~ 9.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1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12.

❍ 농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상승, 쌀값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식량자급률 확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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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

추진방침

m「2023년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과 연계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도 비 시 비 자부담

4,100 1,435,000 - 1,435,000 -

❍ 지원근거 : 충주시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ha당 350천원

❍ 지원면적 : 0.1ha ~ 15ha

❍ 지원기준 : 시비 100%

❍ 지원근거 : 충주시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3. 2. ~ 4.

❍ 현지 및 실경작 확인 : 2023. 6. ~ 9.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1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12.



- 62 -

26.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쌀 소비량 감소 및 쌀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 촉진

추진방침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필지별 실 경작자에게 반드시 지원

※ 논농업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
(농작업 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도비 시비

4,325 321,939 95,613 226,326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지원기준 : 도비 30%, 시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거주 하는 자)으로

0.1ha 이상 벼농사를 실경작하는 농가

※ 실경작면적 : 휴경, 타작물재배농지 제외 / 실경작자에 임차농 포함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주시 소재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원내용 :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 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당 71,230원/50kg)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추후 공급가격 확정시 지원단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내 반영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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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2023. 2. ∼ 5.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신청

※ 벼 우량종자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

∙ 벼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제출

∙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 제출

∙ 농지대장을 기준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마을이장의 

실 경작 확인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 신청서 내용 현지 확인(읍면동) : 2023. 6. ∼ 9.

∙ 농업경영체 자료(농정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벼 재배경작면적 등 

신청서 내용 여부 확인 

∙ 현지 확인은 읍면동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

∙ 벼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자료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

※ 현지확인단 : 읍면동단위 5∼10명으로 구성(공무원, 농협, 이장, 농어촌공사 등)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 읍면동) : 2023. 10.

∙현지 확인 결과 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

∙ 지원 대상 최종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읍면동)

❍ 우량종자대 지급(시, 읍면동) : 2023. 11. ~ 12.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농업인에게 종자대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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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리·밀 우량종자 확보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김정화 5762

❍ 식용보리·밀 재배면적 증가로 식량자급율 증대

❍ 종자대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추진방침

❍ 작부체계 다양화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및 식량자급율 제고

❍ 식용 보리·밀을 파종한 농가 지원(사료용, 지력증진용 제외)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도비 시비

36 8,336 - 8,336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지원대상 : 2023.1.1.충주시에 주소를둔 0.1ha 이상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

❍ 대상농지 : 당해년도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지에 종자대 지원

❍ 지원내용 : 보리 266,100원/ha 밀 286,000원/ha (자가채종 포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2023. 10. ~ 11.

❍ 보리파종 내용 현지 확인(읍면동) : 2023. 11.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 읍면동) : 2023. 12.

∙파종 농지 현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우량종자대 지급(시, 읍면동) : 2023. 12.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농업인에게 종자대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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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장진익 5763

추진방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의2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기타

계 도비 시비

4,372 5,349,466 2,037,866 764,200 1,273,666 3,311,60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비 25, 기타 60% (국비 50, 자담 10%)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교부됨.

❍ 보험대상 농작물 : 49품목(본사업 45, 시범사업 4)

구 분 품목수 보험대상 농작물(충북)

본 사 업 45
사과․배․단감․떫은감․벼․밤․대추․감귤․고추․고구마․옥수수․감자․참다래․콩․마늘․양파․인삼․자
두․매실․포도․복숭아․표고․느타리․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시범사업 4 양송이․새송이․오미자(단양)․가을배추(괴산)          

* 충북제외(20품목) : (본) 밀 / (시범)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차, 오디, 복분자, 무화과, 유자,

(고랭지·월동)배추·무, 단호박, 당근, 파, 살구, 호두, 보리, 팥, 시금치

* 대상품목은 ‘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변동(추가)될 수 있음.

가입조건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 농업인이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피해율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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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콩·배추·무·파·호박·당근·팥·시금치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농지, 벼·밀·보리, 메밀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이상 농지 보험 가입 가능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단지면적 300㎡이상, 차(茶)․(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는 농지면적 1,00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 가능

 행정사항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계획 확정           : 2023. 1. ~ 2.

  ❍ 업무협약체결 (NH농협, 시)                 : 2023. 3.

  ❍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홍보(시기별)         : 2023. 1. ~ 12.

  ❍ 사업계획서 및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시행   : 2023. 3. ~ 10.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완료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2023. 12.

참고자료(주요품목별 보험판매 기간-2023년)

품 목 가입기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 22종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 새송이,표고,느타리)  추가
2월~11월

밤, 대추, 감귤, 고추, 호두 4월~5월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4월~5월,(가을감자)8월~9월

배추, 무 (배추) 9월~10월 (무) 8월~10월

파 (대파)4월~6월, (쪽파)8월~10월

벼, (사료용)벼 4월~6월
참다래, 콩, 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당근 7월~8월
양배추, 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10월, (한지형)10월~11월

차, 양파, 시금치 10월~11월

밀, 보리 10월~12월

포도,유자,자두,매실,복숭아,오디,복분자,오미자,무화과,살구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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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추진방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농가 및 피해는 없었으나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 포획틀 제작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업대상자가 선정

 2023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9 16,200 6,480 1,944 4,536 3,240

❍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 농 업 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 2022년 지원자, 포기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잔여사업량 발생시 신청 가능)
※ 농가세대원 중 농업외소득(주 생계수단)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 우선순위 

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 

② 피해는 없었으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 동일조건시 경작면적이 큰 농가 우선(경영체 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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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 1,800천원/대

❍ 재원비율 :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담 20%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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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뭄대비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차주이 5761

❍ 폭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

 추진방향

  ❍ 지하수, 하천수, 계곡수 등을 급수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가뭄이나 

     필요시 농용용수로 활용해 가뭄 극복

❍ 밭작물 상습 가뭄피해 우심지역의 가뭄피해 최소화

 2023년 사업계획

사업기종
사업량

(대)
총사업비

사  업  비(천원)
비고

도비 시비 자부담

자율선정 23대 34,500 5,175 12,075 17,25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3개

❍ 사 업 비 : 34,500천원(도비 5,175 시비 12,075 자담 17,25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밭·과수작물 재배 농업인

※ `22년 지원자 및 포기자 제외(단, 잔여사업량 발생시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급수저장조 및 부속자재 구입비

❍ 지원기준 : 1,500천원/개 * 기준규격 : 10톤(용량 : 10,000ℓ)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우선선정기준

-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농가

- 가뭄 지속 시 용수원 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및 과수 경작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및 영농규모가 큰 농가[경영체 면적(밭,과수)]
(동일조건 시 고령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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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시행

❍ 선정제품

- 기준규격(10톤)제품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  

(KS 등 품질이 인증된 제품)

❍ 지원기준

- 지원단가는 대당 총사업비 1,500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제조회사

실견적 및 공급가격에 의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원칙

※ 10톤 급수저장조(5톤 2개가능), 농업용펌프, 송수호스, 부속자재 등

- 기준단가(150만원/대)이상이 소요될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담 처리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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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식량작물)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수 5760

전수현 5764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농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소득증대 도모

❍ 농업적 특성과 고유의 자연자원 등 부존자원을 상호연계 개발함으로써

농촌활력 증진

추진방침

❍ 읍면동별 1개 품목 선정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명품화 실시

2023년 사업계획

읍면동 사업내용
재원별 사업비(천원)

합계 시비 자부담

합계 226,812 113,406 113,406

대소원
(콩) 영농자재(멀칭비닐 등) 41,020 20,510 20,510

노은
(찹쌀)

영농자재(청실홍실 등),
농기계 등

45,600 22,800 22,800

금가
(찹쌀) 영농자재(유박 등) 42,192 21,096 21,096

동량
(찹쌀)

영농자재(청실홍실 등),
농기계 등

38,000 19,000 19,000

산척
(고구마) 영농자재(멀칭비닐 등) 60,000 30,000 30,000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신청장소 : 특화작목 단지구성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세부사업별 별도지침 시달 예정임

❍ 지원근거 :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행정사항

❍ 사업계획 시달                          : 2023. 1.

❍ 대상자 선정, 공급물량 확정 및 제품선정 : 2023. 2.

❍ 보조금지급 결정 및 공급                 : 2023. 3. ～ 4.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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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식량작물팀
윤  수 5760

김정화 5762

추진방침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 재배

❍ 집단재배를 통한 적기 정밀농업으로 고품질 원료곡 안정적 확보

2023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량 사업비 시비 비고

400ha 180,000 180,000

❍ 사 업 비 : 180,000천원

- 400ha × 150포/ha당 × 3,000원 = 180,000천원

❍ 대상농가 : 충주시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 대상지역 : 충주시 관내 소재 농지 

❍ 지원대상 : 충주통합RPC 산물벼 계약재배(참드림·알찬미)에 참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계약재배 이행농가 소득보전 차원 육성지원금 지급

(조곡 40kg 포대당 3,000원)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 조절할 수 있음

❍ 단지 신청기준

⦁벼 집단재배(10ha 이상)가 용이하고 쌀 품질이 우수한 지역

- 단지 조직 구성(대표 등 선출)

⦁농지가 집단화되어 공동 관리 및 농작업이 가능한 단지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명품쌀 생산

❍ 우수한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충주쌀의 평가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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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선정 기준

⦁가장 집단화된 농지, 반드시 단지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개 단지의 면적이 많은 단지 순

- 단지 내 신청농지 밀도가 높은 단지 순

- 단지 내 경지정리면적이 많은 단지 순

❍ 계약 약정체결 : 농가 ⇔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계약주체 및 내용

- 농가(단지대표자)와 통합RPC 간 약정서에 의한 약정 체결

- 토지현황 및 면적, 수매약정물량 등이 기재된 작목반 명부 첨부

- 계약물량기준: ha당 150포(조곡 40kg/포)

행정사항

❍ 생산단지 지정 신청 및 단지 선정          : 2023. 1.~2.

❍ 계약재배단지 토양관리                    : 2023. 1.~5.

❍ 재배계약 약정체결                        : 2023. 2.

❍ 육묘, 모내기, 본답관리                    : 2023. 4.~9.

❍ 수확 및 건조관리                         : 2023. 10.~11.

❍ 재배단지별 수매 및 보상금 지급           :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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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친환경농산 사업추진 지침서

Ⅲ.-2 경제작물 분야
- 주요사업 계획 
- 주요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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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 투자 계획 주요사업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포함)

계 32개 사업 12,714,220 1,058,170 434,623 5,067,917 6,153,510

과수
기반
조성

1.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FTA) 12개분야 822,500 164,500 74,025 172,725 411,250

2.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1개지구/30ha 987,400 790,000 59,200 138,200

3.신규과원 묘목대 지원 15ha 600,000 360,000 240,000

4.신규과원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 10공, 15ha 240,000 120,000 120,000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5.

고품질

과실

생산

영농

자재

지원

과 수 봉 지

사과 4,000천매 82,000 32,800 49,200

배 1,300천매 39,000 15,600 23,400

복숭아 75,000천매 937,500 375,000 562,500

사 과
은 박 비 닐

도·시비지원 2,538롤 253,800 32,994 93,906 126,900

시 비 지 원 1,080롤 108,000 54,000 54,000

과 수  꽃 가 루 202.5ha 81,000 40,500 40,500

복 숭 아
지 주 대

우산형지주대 15,000개 210,000 105,000 105,000

F R P 유 인 대 10,000개 70,000 35,000 35,000

과 수  트 랩 류 222ha 200,000 100,000 100,000

사 과 지 력 증 진 제 225ha 90,000 45,000 45,000

복 숭 아  냉 해 방 지 제 250ha 100,000 50,000 50,000

6.과실 장기저장제(신선도유지제) 11,220㎥ 340,000 44,200 125,800 170,000

과실
생산
장비
지원

7.과수농가 영농장비 65대 101,000 50,500 50,500

8.지역특화작목 육성 32대 626,000 47,400 110,600 468,000

9.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77대 581,000 43,700 146,300 391,000

채소
작물
생산
지원

10.차광막 지원 40ha 140,000 70,000 70,000

11.양채류 무사마귀병 지원 111ha 100,000 50,000 50,000

12.멀칭비닐지원 1,000ha 300,000 100,000 200,000

13.생분해멀칭비닐지원 10ha 20,000 10,000 10,000

14.시설원예하우스 신축 지원 12.6ha 2,400,000 1,200,000 1,200,000

15.친환경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12ha 151,000 22,650 52,850 75,500

16.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절감) 1.5ha 103,000 25,750 30,900 46,350

17.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현대화) 10ha 112,000 28,000 10,080 23,520 50,400

18.비규격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14ha 200,000 100,000 100,000

19.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 1.7ha 102,000 51,000 51,000

20.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지원 46ha 600,000 300,000 300,000

21.친환경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10ha 38,000 3,420 7,980 26,600

특용
작물
생산
지원

22.화상병 매몰과원 대체작목 농기계지원 20대 60,000 30,000 30,000

23.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48ha 270,000 56,700 132,300 81,000

24.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6개소 64,600 12,920 5,814 13,566 32,300

25.친환경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지원 147.3ha 76,400 11,460 26,740 38,200

26.인삼 지주목 및 차광지(막) 지원 31ha 250,000 125,000 125,000

27.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6개소 185,000 37,000 16,650 38,850 92,500

28.잎담배영농자재지원 204ha 600,000 300,000 300,000

29.특용작물 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1.3ha 60,000 30,000 30,000

30.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3개소 20,500 4,305 10,045 6,150

31.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5개소 13,500 2,025 4,725 6,750

32.읍면동 지역특화지원(경제작물) 6개 읍면동 379,020 189,510 1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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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FTA기금]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고품질 생산, 유통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참여조직 약정출하 농가에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 업 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융자 및

자부담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822,500 411,250 164,500 74,025 172,725 411,250

사업기간 : 2023. 1. ~ 12.

지원과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및 자부담 50%

지원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
○ 충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하위조직(14개소) : 충북원협, 충주농협(중앙탑,노은지점 포함), 주덕농협 

(신니지점 포함), 수안보농협(살미지점 포함), 북충주농협, 서충주농협, 

중원농협(금가지점 포함), 동충주농협(소태지점 포함)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 확립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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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지원제외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과원

사업내용: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등의 시설·장비 지원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세부지침]

사업대상자 : 2023년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    

    - 세부사업명 : 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 (상세 붙임)

    - 우선순위 조건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품종갱신 신청농가를 우선순위 부여 

   추진방법 : 읍면동 담당자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예비후보자로 대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지원제외 대상자]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미등록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선정 심의 시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  

    에서 배제(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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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확정(시) : 2023.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읍면동): 2023. 1.

   보조금 지급 결정(시) : 2023. 2.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읍면동) : 2023. 2. ~ 10. 

   보조금지급 : 상반기 내 보조금 60% 이상 지급

   보조금 사후관리

‣ 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

리, 집행, 정산

‣ 시장은 관리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2년간

  6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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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 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m 품종갱신

◦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
  (신규불가)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사과(밀식) 29,000천원/0.5ha

   - 복숭아 20,300천원/0.5ha

   - 배 31,900천원/0.5ha

   - 포도 9,000천원/0.5ha

   - 자두 20,300천원/0.5ha

 m 관정개발(6인치) 9,000천원/공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

업용수 수질검사

관수
관비
시설

 m 수동 스프링쿨러 5,000천원/0.5ha

 m 수동 점적 3,500천원/0.5ha

 m 모노레일 1,380천원/0.5ha - 운반기는 면적관계없이 1대 기준

 m 방풍망(일반형) 60천원/m기준 : 높이 4m

 m 배수시설(유공관) 5,500천원/0.5ha

 m 방상펜 4,900천원/대 1ha당 5~6개 소요

 m 작업로정비 7,500천원/100m기준 : 2.5m × 100m

 m 방조망(일반형) 13,700천원/0.5ha

 m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m 조수류퇴치기(벨식) 6,569천원/0.5ha

지주
시설

 m 울타리식 7,500천원/0.5ha

 m 우산형 4,813천원/0.5ha

 * 상기 단가는 사업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기준모델 및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로,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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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을 위한 용수원개발, 경작로 정비 등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지구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국비(기금) 도비 시비

계 30 987,400 790,000 59,200 138,200 -

앙성 본평지구 30 987,400 790,000 59,200 138,200 - 2년차

[사업개요]

  앙성 본평지구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2개년)

   사업대상 : 앙성 본평지구

   사업내용 : 암반관정 개발, 저수조 설치, 용배수로, 작업로 정비 등

   재 원 별 : 국비(FTA기금) 80%, 도비 6%, 시비 14%

   사 업 비 : 1,410,000천원(2022~2023)

    - ̀ 22년 : 422,600천원 (총사업비의 30%),‘23년 : 987,400천원 (총사업비의 70%)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집단화된 과수지역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용‧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하여 과수생산거점단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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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연차사업으로 시행 (2개년 사업)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 2년차(공사시행)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 위탁시행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행정사항
과수 집단화 지구(30ha 이상) 단지 추천 : 2023. 2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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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수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신규과원 조성 시 묘목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과수 재배면적 확보

   지속 가능한 과원 운영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과원 조성 지원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
15 600,000 360,000 240,000

기    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미래형 과원으로 신규과원

을 조성하려는 농업인이며 농지 정비가 완료된 농지

     ※ 과수화상병 매몰지 : 사후 관리기간 종료 후(3년) 식재 가능

        - 재식재 가능 여부 확인 :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지원품목 : 사과

지원기준 : 15,000원/주

재 원 별 : 시비 60%, 자부담 40%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신규 및 갱신과원 의향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원 확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비용 고효율의 과원 조성 확대    

  경쟁력 있는 과원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과수산업의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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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사업대상지 : 관내 농지로 과원 조성을 위한 농지 정비가 완료된 농지

    ※임차농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5년 이상)

   재배방식 : 미래형과원(일축형, 이축형, 다축형), 고밀식

 추진방법 : 읍면동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청구

       ※종자업등록증 및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사후관리(읍·면·동)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하여야 함

 우선지원 및 제외대상

   Ÿ우선순위 

     -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예비대상자 교육수료자

     - 청년농업인, 영농후계자,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Ÿ제외대상

     - 신규과원을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을 하지 않은 농지

     - 기존 재배 방식(반밀식 4m*2m 이상)으로 식재하려는 자

     - 기존 과원 보식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FTA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심의 시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

다고 심의·결정한 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1.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사업추진 : 2023. 2. ～ 11.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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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과원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과 더불어 용수공급 등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

적인 과수 재배면적 확보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사업비

시비
(50%)

자부담
(50%)

신규과원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
15ha 240,000 120,000 120,000

기    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대상자(연계사업)

사 업 량 : 중형관정 10공, 관수시설 15ha

지원기준 

    - 중형관정 : 9,000천원/1공       -관수시설 : 10,000천원/ha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과수 화상병으로 매몰과원 증가에 과수 면적 감소

과수 재배면적 증가를 위하여 과수(사과) 묘목대 지원사업과 연

계사업으로 중형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으로 사업효과 증대

고품질 과실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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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사업대상지 :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대상 농지

    ※임차농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5년 이상)

 추진방법 : 읍면동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청구

 사후관리(읍·면·동)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하여야 함

 우선지원 및 제외대상

   Ÿ우선순위 

     - 2023년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대상자

       (2022년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후순위)

   Ÿ제외대상

     -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 포기자(연계사업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FTA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심의 시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

다고 심의·결정한 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1.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사업추진 : 2023. 2. ～ 11.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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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품질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사과, 배, 복숭아 과종에 대하여 지원

소모성 자재로 사용 적기에 맞추어 공급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계 2,171,300 979,800 32,994 946,806 1,191,500

사과이중봉지 4,000천매 82,000 32,800 32,800 49,200
보조

40%
배 이중봉지 1,300천매 39,000 15,600 15,600 23,400

복숭아 봉지 75,000천매 937,500 375,000 375,000 562,500

사과
반사필름 
(은박비닐)

도·시비 2,538롤 253,800 126,900 32,994 93,906 126,900

보조

50%

시비 1,080롤 108,000 54,000 54,000 54,000

과수 꽃가루 202.5ha 81,000 40,500 40,500 40,500

복숭아
지주대

우산형 15,000개 210,000 105,000 105,000 105,000

FRP
유인대 10,000개 70,000 35,000 35,000 35,000

과수 트랩류 222ha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사과지력증진제 225ha 90,000 45,000 45,000 45,000

복숭아냉해방지제 250ha 100,000 50,000 50,000 50,000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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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기    간 : 2023. 1. ~ 1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재배 면적만 영농자재 신청할 것.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시 

⇒ 면적이 많은 곳(공익형 직불제 관할 읍면동)

재 원 별

사업명 재원별(보조) 비고

사과 반사필름 도비 13%, 시비 37%

과수 봉지 시비 40%

사과 은박비닐, 과수 꽃가루, 복숭아지주대(우산형,
FRP), 과수 트랩류, 사과지력증진제, 복숭아냉해방지제

시비 50%

지원기준 및 단가

1) 봉지류 : 사과 20.5원/매, 배 30원/매, 복숭아 12.5원/매(부가세미포함)

2) 은박비닐(반사필름) : 550천원/ha(5롤 기준)

∘규격 : 폭 1m/ 1.2m/ 1.5m

3) 과수 꽃가루 지원 : 400천원/ha

4) 복숭아지주대

∘우산형지주대 : 14,000원/본 

∘F R P유인대 : 7,000원/본 

5) 과수트랩류 : 900천원/ha(최대)

6) 사과생육증진제 : 400천원/ha

7) 복숭아냉해방지제 : 400천원/ha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 10조 

및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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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2.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 2023. 3. ～ 12.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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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실 장기 저장제(신선도유지제)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사과․배 수출 작목반․영농조합법인·통합APC 등 우선 지원

개별농가에 설치된 저온저장고보다는 작목반에서 설치한 저온저장고 

등 공동이용시설 우선 지원 원칙으로 하되,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자체 협의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과실장기저장제
(신선도유지제)

11,220 340,000 170,000 44,200 125,800 170,000

 [사업개요]

  기    간 : 2023. 6. ~ 12.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도비 13%, 시비 37%, 자부담 50%

  사업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지원기준 : 100천원/3.3㎡

  사업내용 : 과실 장기 저장제(1-MCP)공급 지원 

  지원내용 : 과실장기저장제(1-MCP) 공급(스마트프래쉬, 이프래쉬 등)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 10조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과실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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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사과․배 수출 작목반․영농조합법인·통합APC 등을 우선지원

  개별농가설치 저온저장고보다는 작목반에서 설치한 저온저장고 등 

공동이용시설 우선 지원 원칙으로 하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도록 다음 기준을 감안하여 읍면동 자체협의 심사기준 마련 선정

① 우선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② 저온저장고 보유 통합APC 수출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가 순 

③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 저장계획 작목반

(법인, 농가)우선 지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7.

  대상자 선정보고(읍면동 ⇒ 시) 및 지급결정 : 2023. 8.

  사업추진 : 2023. 8. ～ 12.

  보조금 지급 : 2023. 11. (하반기 지급)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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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일정 재배면적 등을 갖춘 과수작목반 및 농가에 대하여, 과수재배  

면적이 많거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한 작목반(농업인)에 

우선 지원하되 집단화ㆍ작업안전도를 고려 선정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 사업량
(대)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 고
(기준가격)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계 65 101,000 50,500 50,500

화분교배기,
약액살포장치 20 18,000 9,000 9,000 900천원

연막소독기
약액교반기 20 16,000 8,000 8,000 800천원

전동가위 5 15,000 7,500 7,500 3,000천원

고소방제기&캡 20 52,000 26,000 26,000 2,600천원

기    간 : 2023. 1. ~ 1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기종 : 화분교배기(SS기 부착형 포함), 약액살포장치(SS기부착형),

연막소독기, 약액교반기, 전동가위, 고소방제기(SS기부착형)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기종별 기준단가의 보조 50%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과수경영에 있어 인력절감 및 고품질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

장비를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고품질 과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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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기종별 배정 대수에 의하여 읍면동 자체기준에 의거 심의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원 발생 사전 차단

자체 일정재배면적(과수) 등을 갖춘 재배 농가 및 작목반에 대하여

규모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한 농가 및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되 작업 안전도를 고려하여 선정

전동가위 기준가격(3,000천원)이하 제품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동일기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제외

2022년도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 포기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2.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여야 함

- 농기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2년간
6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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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특화작목육성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특화품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고품질 및 안전성 확보된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기종
사업량
(대)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기준가격)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지역특화
작목육성

계 32 626,000 158,000 47,400 110,600 468,000

SS기 31 620,000 155,000 46,500 108,500 465,000 20,000천원

파쇄기 1 6,000 3,000 900 2,100 3,000 6,000천원

  [사업개요]

   기    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며 과수 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지원기종 : SS기, 파쇄기

재 원 별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기준 : 기종별 기준단가의 보조 50%(보조금 최대 5,000천원 이하 제한)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 10조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의 명품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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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농가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읍면동 자체 선정

-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영농규모가 크고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부족이 심한 농가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과실수출단지로 전년도 실적이 있는 농가

- 고품질 과실 생산농가(친환경인증, GAP인증)

- 과수원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제외대상>

동일기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제외

2022년도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 포기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2.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사업추진 : 2023. 2. ～ 12.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여야 함

- 농기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2년간
6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98 -

9.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김명근 5772

추진방침

과수농가가 선호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정 공급하여

사업효과성 증대

과수 주요 농기계 공급을 지속 추진하여 일손부족 경감과 생산비

절감효과 극대화 도모

과수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 지원으로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기종 사업량
(대)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기준가격)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노력절감 
생산장비

계 77 581,000 190,000 43,700 146,300 391,000

제초기(보행) 10 30,000 15,000 3,450 11,550 15,000 3,000천원

제초기(승용) 5 75,000 25,000 5,750 19,250 50,000 15,000천원

고소작업차 22 396,000 110,000 25,300 84,700 286,000 18,000천원

동력운반차 40 80,000 40,000 9,200 30,800 40,000 4,000천원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원 경영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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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기    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도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대상 : 과수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재 원 별 : 도비 11.5%, 시비 38.5%, 자부담 50%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5,000천원 이하로 제한함

사업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 지원

지원기종 : 보행제초기, 승용제초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 제초기는 동력장치 부착용 포함(동력장치: 소형트랙터, SS기 등)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 10조

 [세부지침]

농가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읍면동 자체 선정

<우선지원>

- 고품질 과실 생산농가(친환경인증, GAP인증)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영농규모가 크고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부족이 심한 농가

- 과수원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제외대상>

- 동일기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제외

- 2022년도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 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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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초기(보행): 본체가격(3,000천원) 기준 50% 지원

 - 제초기(승용): 본체가격(15,000천원) 기준 5,000천원 정액지원

 - 고소작업차 : 본체가격(18,000천원) 기준 5,000천원 정액지원

 - 동력운반차 : 본체가격(4,000천원) 기준 50% 지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2.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사업추진 : 2023. 2. ～ 11.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2.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관리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기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장비를 관리 활용하여야 함(사후관리기간은 농기계 구입일로부터 6년)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시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2년간

6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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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광막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차광막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폭염피해 예방

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추진방침

특용작물(인삼, 오미자, 오디 등), 채소, 과수 등 재배농가에 차광막 지원

제초용 차광막 전면피복으로 잡초제거, 노동력절감, 인삼재배포장

차광막 지원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UV차광용 차광막 지원으로 여름철 작물

폭염피해 예방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차광막 지원 40 140,000 70,000 70,000 제초용 차광막
기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지원대상 : 채소, 특(약)용작물, 과수,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제초용 차광막, 인삼 차광막, 시설하우스 UV차광용 차광막 구입 지원

지원기준  

- 제초용 3,500천원/ha, 인삼 차광막 2,700천원/ha

- 시설하우스 UV차광용 2,100천원/ha(농가당 최대 30롤)

- 차광막 개폐기 설치 (농가당 최대 5동)

1. 차광막 개폐기 : 1,000천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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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광막 개폐기파이프 : 13천원/10m

3. 차광막 : 154천원/동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세부 추진지침］

   농가별 차광막 제품 자율적으로 선정구입

   농가 최대 1ha까지 지원(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될 수 있음)

   최근 3년이내 지원농가 신청은 차 순위 적용

   2022년도 사업포기자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비 기준 1,000천원(보조 500천원)미만 지원 제외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토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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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배추, 브로콜리 주산지의 무사마귀병 조기방제로 고품질 채소 생산

적기 방제를 통한 생산․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방침

양채류 무사마귀병 적기방제로 고품질 채소 생산

지구별 공동방제 실시로 방제효과 도모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봄배추,브로콜리)

111 100,000 50,000 50,000

［사업개요］

사업추진 : 2023. 1. ~ 12.

지원대상 : 양채류(배추, 브로콜리) 집단 재배지역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900천원/ha

지원내용 :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구입비의 50% 지원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세부지침］

배추, 브로콜리 주 생산단지 살미, 수안보, 노은, 중앙탑, 산척면, 엄정면 생산농가 지원

지역 농협을 통하여 농가별 공급 및 작목반 단위 공동방제 추진

∙ 농가에서 별도 공급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변경가능

약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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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1주일 전까지 농가가 소독 약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 농가별 약제 공급대장 비치

봄, 가을 2기작 농가의 경우 상·하반기 2회 공급

∙ 하반기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2기작 농가)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상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상반기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6.

상반기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6.

하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6. ~ 7.

하반기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7.～11.

하반기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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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멀칭비닐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멀칭비닐 지원을 통해 영농비용 절감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 

농촌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

농가별 멀칭비닐 정액지원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 공급 

멀칭비닐의 규격․크기 등은 농가에서 자율 선정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ha 롤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멀칭비닐 지원 1,000 10,000 300,000 100,000 200,0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제작물 등 작물 재배농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경제작물 멀칭비닐 구입지원

지원기준 : 1,000ha

∙ 비닐 규격 및 가격 : 폭 1m 기준 30,000원

사업기간 : 2023. 1. ~ 6.

보조비율 : 롤당 10,000원 정액지원

※ 1롤/1,000㎡⇒10천원, 1롤/500㎡⇒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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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4월말까지 농가별 멀칭비닐 공급 완료 

농가별 비닐공급 및 공급내역 서류 비치

보조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추진 (공급 및 보조금 신청)

※ 농가에서 별도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변경가능 

보조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및 보조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6.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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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을 통해 영농비용 절감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

생분해 재질의 비닐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농촌환경 보전

추진방침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 공급 

생분해 멀칭비닐의 규격․크기 등은 농가에서 자율 선정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ha 롤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10 500 20,000 10,000 10,0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제작물 등 작물 재배농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경제작물 생분해 멀칭비닐 구입지원

지원기준 : 10ha

∙비닐 규격 및 가격 : 1롤/200㎡(폭 1m*200m), 기준단가 40,000원

사업기간 : 2023. 1. ~ 6.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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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4월말까지 농가별 생분해 멀칭비닐 공급 완료 

농가별 비닐공급 및 공급내역 서류 비치

보조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추진 (공급 및 보조금 신청)

※ 농가에서 별도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변경가능 

보조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및 보조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6.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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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원예 하우스신축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단지조성 및 규모화,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

추진방침

시설원예 주산지 중심 규모화 유도로 경쟁력 제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규모화를 통한 브랜드화로 농가 경쟁력 강화

화상병 매몰농가 대체작물 재배 신청시 우선지원(포도, 과채류)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시설원예하우스
신축지원

12.6 2,400,000 1,200,000 1,200,000
1중단동
기준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원예 재배농가 및 희망 농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지원기준 및 단가 

-비닐하우스 신축 : 19천원/㎡(1중단동), 25천원/㎡(2중단동), 48천원/㎡(연동,

보온커튼 미포함), 60천원/㎡(연동, 보온커튼 포함),

- 연동하우스 보온커튼 : 12천원/㎡

사업기간 : 2023.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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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세부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2022.09.30.),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농촌진흥청 고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되 폭설 등
      재해 상습․우려지역 등은 여건에 따라 보강 시공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육묘용 포함)지원

   보온커튼(연동하우스)은 사후관리 보장 등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농기계협동조합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다겹보온커튼 보온율 기준에 따름

보온커튼 종류 및 보온율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보온자재는 항온법 기준보온율 70% 이상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은 

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농가별 지원한도 : 660㎡이상 6,000㎡이하(1동 기준 330㎡이상, 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될 수 있음)

   동일사업 5년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2022년도 사업포기자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기간 : 5년 이상) 제출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 2023년 우선순위

      ➀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신청 농가
      ➁ 청년농(18세~45세 미만)
      ➂ 신규 전업농(규모화 우선)
   사업비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변경가능(총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보조금도 줄어듦)

   보조금 및 자부담의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간 계좌이체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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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11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토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관리카드 작성하여 년1회 이상 점검)

※ 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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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친환경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친환경맞춤형
원예생산시설

12 151,000 75,500 22,650 52,850 75,500 비닐교체 
기준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 시설하우스 신축, 증·개축, 필름(부속자재 포함) 지원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 절감시설)에서 지원되는 시설 제외

지원단가 : 세부지침 참조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기간 : 2023. 1. ～ 12.

재 원 별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단지조성 및 규모화, 차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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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지원단가  

    - 비닐교체 : 단동 1,500/㎡, 연동 2,500/㎡

- 시설하우스 신축, 증·개축 : 충주시 시설원예 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기준에 따름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에 한해 신청접수(사후 확인 철저)

  농가당 1개 세부사업만 신청가능

   시설 원예작물 전업 재배농가 우선 지원

   농가별 지원한도 : 330㎡이상 3,000㎡이하(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 될 수 있음)

   동일사업 5년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사업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로 변경 희망 시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에 

한하여 변경 가능

   사업비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변경가능(총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보조금도 줄어듦)
   보조금 및 자부담의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간 계좌이체 등 이용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토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하는걸로 간주하여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 지원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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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절감시설) 효율화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시설원예 난방․보온시설 취약 지역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에너지 이용 시설을 지원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시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5 103,000 56,650 25,750 30,900 25,750 20,6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고,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지원단가 : 세부추진요령 참조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국비 25%, 시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시설개선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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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구 분 기준단가 지  원  내  용

◦다겹 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
(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원/㎡ ◦비순환식 수막시설 지원배제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지원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지원단가는 최고단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처리하며, 실제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계산(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배제)

보온자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보조금 청구시 각 서류 제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불가

-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농지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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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자기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제출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10월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하도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심의 : 2023. 1.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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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FTA 등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추진방침 

시설원예 주산지 현대화 및 규모화로 가격 경쟁력 제고

고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융자 자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시설원예
현대화)

10 112,000 61,600 28,000 10,080 23,520 28,000 22,4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1년 이상)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화훼류 재배농가 : 하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채소류·화훼류)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보광시설 등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지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내재해 설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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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자가 발급한 구조계산서

제출(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지원제외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 저온유통차량,

소모성 자재,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재원별 : 국비 25%, 도비 9%, 시비 21%, 융자 25%, 자담 20%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세부지침］

지원단가 

구 분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양약재배시설

(양액배드)
비고

단 가 1,000,000원/동 2,500원/㎡ 4,600원/㎡ 14,200원/㎡

  - 상기 세부사업 외 사업은 견적서 제출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제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에

우선순위

동일사업 5년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후순위 선정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불가

※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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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농가별 지원한도 : 330㎡이상 3,000㎡이하(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 될 수 있음)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 원가계산서, 구조계산서 등

발급비용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임차농지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심의 : 2023. 1.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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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규격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비규격 시설하우스에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방침

시설원예농가의 수요가 높은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 지원으로 시설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비규격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14 200,000 100,000 100,000 자동개폐기
기준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비규격 시설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사업내용 : 자동개폐기, 환풍기, 개폐기파이프, 비닐교체

지원기준

1. 자동개폐기 1,000,000원/동, 환풍기 2,500원/㎡

2. 개폐기파이프 13,600원/25.4*1.7t*10m, 13,000원/25.4*1.5t*10m

3. 비닐교체 : 단동 1,500/㎡, 연동 2,50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기간 : 2023. 1. ～ 12.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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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육묘용 포함) 지원

   농가별 지원한도 : 330㎡이상 3,000㎡이하(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 될 수 있음)

   동일사업내역 5년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후순위 선정

   사업비 기준 1,000천원(보조 500천원)미만 지원 제외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사업비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변경가능(총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보조금도 줄어듦)

   보조금 및 자부담의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간 계좌이체 등 이용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토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여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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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내 난방시설 설치로 동절기 적정온도 유지

   온도 유지 및 조절이 용이하고, 습기제거 효과가 있어 출하시기 조절

     및 고품질 농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

시설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설치(온수파이프, 탄소열판, 온풍기)

   하우스 전 면적에 적정온도를 유지시켜 정식․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습기를 제거하여 병충해 예방을 통한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지원

1.7 102,000 51,000 51,0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에 온수파이프 난방시설, 탄소열판, 온풍기 지원

지원단가 : 온수파이프, 탄소열판(6,000원/㎡), 온풍기(8백만원/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기간 : 2023. 1. ~ 12.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19.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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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에 한해 신청접수(사후 확인 철저)

   시설 원예작물 전업 재배농가 우선 지원 

   농가별 지원한도 : 330㎡이상 3,000㎡이하(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 될 수 있음)

   동일사업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2022년도 사업포기자 우선순위 결정시 후순위 선정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사업비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변경가능(총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보조금도 줄어듦)

   보조금 및 자부담의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간 계좌이체 등 이용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 제출토록 독려

    미제출시 포기하는걸로 간주하여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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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시설하우스 내 토양 오염으로 인한 연작장애 및 병충해피해 발생 예방

토양개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사업

46 600,000 300,000 300,00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2. ～ 12.

지원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지원단가 : 1,300원/㎡

사업내용 : 태양열 토양소독에 필요한 순수재료비 지원

(쌀겨, 퇴비, 미생물발효제 등)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태양열 토양소독으로 지력증진, 병충해 박멸 및 연작 장애, 잡초  

발생 감소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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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에 한해 신청접수

   시설 원예작물 전업 재배농가 우선 지원 

   농가별 지원한도 : 330㎡이상 3,000㎡이하(전체 신청량 고려 변동될 수 있음)

   동일사업 5년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과 중복지원 불가

    태양열 소독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유기질비료만 지원

   지급결정 전 구입한 쌀겨는 2023년도 구입분에 한해서 지원가능 

   사업비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변경가능(총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보조금도 줄어듦)

   보조금 및 자부담의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간 계좌이체 등 이용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태양열 소독 가능시기 : 5월 ~ 8월

      9월 이후 사업 추진 불가,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독려  

     10월까지 청구서 미제출시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여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 태양열소독요령 교육자료 미생물농법 및 제조운영

      <충주시친환경연합회 채소분과> 적극 활용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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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염류집적 등)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연작장애 감소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추진방침

지력증진 및 연작장애가 개선되는 토양개량 제품 선정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가치 향상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친환경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
10ha 38,000 11,400 3,420 7,980 26,6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충북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등

사업내용 : 시설원예작물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휴믹산, 부식산)지원

지원기준 : 3,300천원/ha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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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시설 원예작물 재배 용도에 한해 신청접수

사업비 결제시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됨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동일사업 5년 이내 기지원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차순위 선정

읍･면･동에서는 재배면적, 시설원예 전업농,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선정 제출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우선순위 결정시 후순위 선정

 10월까지 청구서 미제출시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여 포기서 징구함을 안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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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상병 매몰과원 대체작목 농기계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충주시 일원 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원매몰 

    농가가 대체작물 재배시 농작업에 용이토록 중.소형 농기계 지원

   매몰과원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적기 영농작업 추진

추진방침

화상병 발생농가의 영농지대별 여건에 맞는 기종선정 및 공급

매몰과원 농가 일손부족 해결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안정적 영농

    기반 마련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종
사업량

(대)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화상병 
매몰과원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20 60,000 30,000 30,000

 [사업개요]

   대상기종 : 중,소형 농기계(관리기, 파종기, 살포기, 소독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화상병 매몰과원 농가

     * 매몰과원 전면적 임대한 경우 대상자 배제

   사업비 지원기준 : 1대 / 3,000천원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1,500천원

       이하로 제한, 농기계 구입가격이 3,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 단가차액 발생 시 추가지원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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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사업대상 : 화상병 매몰농가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공급대상 기종선정 : 매몰과원 농가가 선호하는 중.소형 농기계 기종

   농가공급 :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 조기 공급

   사업계획 변경(기종 변경 등)

    - 당초 선정되었던 기종 변경 시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비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증가를 원칙으로 변경 가능

    - 사업 포기 시에는 후 순위자로 재선정

   보조금 청구 및 정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 집행, 정산

    - 보조금 지급신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 목적대로 이행 여부를

      검정하고 농업인에게 지급  ※현금거래는 불인정(무통장 입금 포함)

   사후관리(읍·면·동)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준수, 성실관리 활용(사후관리 : 6년)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 구입 농기계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기간 중 년 1회 이상

현지 점검실시

    배제대상 및 후순위

    -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및 기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년 이내 구입희망

      동일기종을 지원받은 농가 배제대상

       ⇒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사업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

    - 트렉터 및 관리기 보유농가가 관리기 신청할 경우 후순위

    - 2023년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순위(미신청 농가 후순위)

    - 관외 주소를 두고 관내 화상병 매몰과원 배제(시비 사업임)

 행정사항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제출 : 2023. 1.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1월 ~ 3월

    보조금 지급결정 :2023. 3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4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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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과수화상병 非 기주작물 및 新 소득작물로서의 대체작목 육성 지원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체작목 지원을 통한 영농공백 최소화 및 

    과수농가 경영안정 도모

추진방침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한 대체작목 재배를 통한 경영안정 및 소득 안정화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산업 육성 등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48 270,000 189,000 56,700 132,300 81,00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읍면동

   대상작목 : 35개 품목  

      * 도 농업기술원 추천작목 29 + 시군연구용역반영 6

   사 업 비 : 270,000천원(도비 56,700 시비 132,300 자부담 81,000)

   재원별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지원내용 : 종자,  묘목,  농자재, 하우스시설, 대체작목 재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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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사업주체 : 시장 

지원 대상 및 대상여부 확인방법

- 과수화상병 등의 발생으로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 및 폐원하고, 1~3년간 기주 작물의 재배 제한을 받는 경영체

- 방제명령 이행, 폐원 위치, 면적 등의 확인 방법 

ㆍ신청자는 농촌지도기관으로부터 방제명령 이행후 기 발급받은 ‘방제  

이행확인서(또는 현장조사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시 첨부

ㆍ다만, ‘방제이행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농가편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통해 확인토록 함.

사업대상이 되는 필지 : 방제명령으로 폐원한 과원에 한함.

- 방제명령 이행 후 대체작목 재배가 불가능한 타 용도로 활용 중이거나 토지

임대중(인삼 등)인 경우 배제

- 사업대상자는 방제명령 이행 과원을 활용하여 아래 대체작목을 재배해야 함

※ 다만, 수해로 인한 유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장․ 판단하에 

대체 부지(동일면적) 선정․추진 가능

지원가능한 대체작목 : 35품목

    ※ 도 농업기술원 추천작목 29 + 시군연구용역반영 6

< 농업기술원 대체작목 추천현황 : 29품목>

 ○ 단년생(19) : 지황, 당귀, 천궁, 유채, 고구마, 삼채, 양파, 들깨, 

                 콩, 참깨, 수수, 마늘, 감자, 강황, 여주, 단호박, 양채(브로콜리,양배추), 담배

 ○ 다년생(10) : 잔대, 황기, 작약, 포도, 도라지, 더덕, 무화과, 만감류, 밤, 호두, 

 ○ 지역별 추천 : (충주) 지황, 유채+들깨, 작약, 포도, 고구마, 양파, 삼채, 무화과, 만감류, 감초

※ 충주시 : 카사바, 옥수수, 두릅, 다래, 생강, 감초

사업비 집행기준

- 실 구입 가격의 70%를 보조하되, 그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20,000천원 이하로 제한

- 대형농기계(트렉터) : 매몰과원 1ha이상이며, 보조금 10,000천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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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이하의 농기계는 화상병 대체작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

    - 농기계는 화상병 대체작목 재배지에 소요되는 기종에 한해 지원가능함.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6년(농기계, 장비류 등)  

    - 또한,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스프링클러, 자재 등 소

모성 기자재도 구입 가능하며 중요재산에서 배제

   - 사업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 농기계, 농자재 등 모든 지원 배제

     ☞상기외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설정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를 참조하여 처리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부지에 지원대상 대체작목이 재배중인지 확인(연 1회이상) 등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도 농업기술원 추천품목으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대체작물 재배교육 

및 향후 농가 재배관리 지도가 용이한 품목의 시설물 지원을 우선 지원

예) 두릅, 포도, 다래 등

- 매몰과원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하며,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집행여부 실시 후 지급

- 정산시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철저히 확인 후 정산 실시

□ 행정사항 

   사업계획 시달 : 2023년 1월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2023년 1월 31일한

   보조금 지급결정 : 2023년 2 ~ 5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년 4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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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인삼 정예농가를 위해 규모화된 농가 및 고령농가 우선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인삼생산
시설현대화

6 64,600 32,300 12,920 5,814 13,566 32,300

지원대상 : 인삼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인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인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는 지원제외

- 2022년도에 직파했거나, 2023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

- 2016년부터 GAP,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

- GAP, 친환경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사업내용 : 인삼내재해시설(철재,하우스),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기간 : 2023. 1. ～ 12.

인삼 내재해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폭설 등 자연재해피해 경감,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인삼 생산농가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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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지원단가 비고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60백만원/ha

개소당 2ha 이내로 지원

점적관수시설 8백만원/ha

무인방제시설 15백만원/ha

방풍망시설 6백만원/ha

야생동물방지시설 5백만원/ha

도난방지시설 10백만원/ha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220백만원/ha 개소당 1ha 이내

이식기·파종기·수확기 5백만원/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받은 제품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2-104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농기계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가능(식재년도에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5년이상/ 시설사업에 해당)

 ※지원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제출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배제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심의 : 2023. 2.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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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친환경 인삼 지력증진제공급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표준경작법 준수 홍삼포(6년근) 희망 경작농가 우선지원

친환경 인삼재배, GAP인증, 계약재배 농업인 우선

충북인삼협동조합을 통하여 대상농가 선정 및 지력 증진제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친환경 인삼
지력증진제지원

147.3 76,400 38,200 11,460 26,740 38,200 길항미생물
제기준

사업기간 : 2023. 3 ～ 12월

지원대상 : 인삼재배농가

재 원 별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단가 

- 길항미생물제, 규산질, 미량요소 등 : 600천원/ha

- 녹비작물종자대 : 330천원/ha

- 볏짚(곤포사일리지) : 2,200천원/ha

사업내용 : 길항미생물제, 규산질, 미량요소, 볏짚,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업인이 희망하는 자재로 공급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식재 예정 토양관리 지원

인삼 식재 예정지 지력 향상 자재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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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충북인삼협동조합장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대상자 선정

- 충북인삼협동조합은 충주시 거주 인삼 재배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제출

- 예정지 신고포장에 우선지원

- 사업비 초과시는 자부담 처리

대상자 변경

- 사업 대상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북인삼협동조합은

변경사항을 시에 보고

길항미생물 공급 사후관리

- 충북인삼협동조합은 제품 품질보증과 농가 피해발생에 대비 안전사업

대책 강구

- 충북인삼협동조합은 관할 지역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기술지도 강화 및 사업대상농가 교육실시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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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삼 지주목 및 차광지(막)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신규농가, 친환경 인삼재배, GAP인증 농업인 우선

   충북인삼협동조합을 통하여 대상농가 선정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인삼지주목(목재)
및 차광지(막) 지원

31 250,000 125,000 125,000 지주목
기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3. ～ 12.

   사업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둔 인삼재배농가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지주목 8,000천원/1ha, 차광지(막) 60롤/1ha

   사업내용 : 인삼 목재 지주목 및 차광지(막) 구입지원

［세부지침］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충북인삼협동조합장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대상자 선정

   - 충주시 거주자를 대상자로 신규식재 농가 우선 선정(충북인삼협동조합)

인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주목과 차광지(막)를 지원하여 폭염 및 폭설로 인한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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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지 신고포장에 우선지원하고, 사업비 초과시는 경작농가

     자부담 처리

   - 지주목과 차광지(막) 중 하나만 지원 가능

   - 차광막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신청 불가(특용작물지원사업)

  지원 제외

   - 관외(타시군)에 거주하며 관내 출입경작 농가 지원 제외

   - 인삼조합 외(목재상 또는 제재소) 구매할 경우 사업대상 제외

   - 타시군에서 지원받은 필지일 경우 지원제외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공급자재 확인사항

   -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계약에 의해 제품선정

   - 공급처인 인삼조합에서는 농가 공급 후 불량률이 30%이상일 

     경우 현장 확인 후 교체

   - 충북인삼협동조합은 관할 지역담당자의 사업현장 및 기술지도 강화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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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 유도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계획)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 6개소 185,000 92,500 37,000 16,650 38,850 55,500 37,000

［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버섯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 증․개축 및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지원가능기기)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포함), 탈병기, 자동입
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관련된기기등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및소모성자재, 농자재, 자주식농기계및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등유통·가공시설은지원제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 30%, 자부담20%

사업기간 : 2023. 1. ～ 12.

지원기준 : 구입비의 50%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50%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1,0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재배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버섯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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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지원대상 사업내용

1. 버섯 재배사 개․보수

- 신규신설지원 제외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가능

2.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기존의 종균배양시설물이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3. 냉․풍해방지, 관수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4. 농․임산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

- 산림청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5. 기기구입 및 교체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배지처리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6. 지원제외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 제외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자기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제출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배제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선정 심의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 2023. 3. ~ 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사후관리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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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 재배농가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게 사업신청하고 정산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

204ha 600,000 300,000 300,00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사업대상 : 충주시 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204ha)

※ 보조사업자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재 원 별 : 시비 50% , 자부담 50%

사업내용 : 연초전용 영농자재 6종

(멀칭필름, 연초전용비료, 4종복합비료, 잎담배영양제, 황산가리고토, 곁순억제제)

생산원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영농자재 일부를 지원

영농의욕 고취 및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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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는 조합장이 되며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일괄 추진함

조  합 ........... 보조금지급신청, 사업추진(자재일괄구입 및 농가   

배부),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청구, 보조금 정

산보고

   시   ........... 보조금지급결정, 보조금지급

보조금 지급신청서제출 : 엽연초생산조합 ⇒ 시청 친환경농산과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정산 : 보조금지급 후 30일 이내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3.

보조금지급결정 : 2023. 4.

사업추진 : 2023. 4.～5.

보조금지급 : 2023. 6.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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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용작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특용작물 재배 확대 지원으로 농가소득원 창출 및 향상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시설 자재비 일부를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특용작물영농자재지원 1.3 60,000 30,000 30,00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재 원 별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품목 : 덕시설 소요자재, 방조망, 영농자재 등

   지원대상 :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농지용 두릅 등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지원기준 : 3,000천원/ 0.1ha(시설), 600천원/1ha(영농자재)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영농 시설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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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특용작물 재배 정예농가 육성을 위해 규모화된 농가 지원

   최근 3년이내 지원농가 신청은 차 순위 적용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농가에서 신청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인증제품에 한함)

   차광막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자재 구입비 중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 확보 철저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시설사업의 경우) 

  ※ 보조금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원근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12.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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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지대규 5770

박병규 5771

추진방침

오디 수확장치 활용 낙과피해 예방으로 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

고품질 오디 생산 및 상전 피복으로 제초노동력 및 병충해 경감 기술 보급

오디 생산 및 출하에 소요되는 자재비 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3 20,500 14,350 4,305 10,045 6,15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지원내용 : 지주대, 수확망, 제초용부직포, 고정핀, 관수자재(관정 제외),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오디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지원

지원대상 : 오디생산 농업인 및 관련 법인 등

    - 오디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세부지침］

신청을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수확시 낙과피해 감소 및 일시 수확으로 생과 유통기간 단축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수확시 낙과피해 감소 및 일시 수확으로 생과 유통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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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우선순위》
    ① 양잠조합,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뽕밭면적 2ha 이상 집단화, 
       규모화된 양잠단지 우선지원
    ②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농가
    ③ 뽕밭 재배면적이 많거나 오디 생산량이 많은 농가
    ④ 타 사업(국비사업 등)으로 양잠관련 시설장비를 기 지원받은 농가
       중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배제

특용작물 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자재 구입비 중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 확보 철저(신청시 견적서 제출)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시설사업의 경우)

※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집행

※ 지원근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12.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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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능성 양잠 기반조성
담당팀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추진방침

잠실, 잠구류 등 노후화된 사육시설 장비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오디, 뽕잎, 누에가루, 동충하초 등 다양한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으로 양잠농가 소득원 창출 도모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을 통한 양잠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5 13,500 6,750 2,025 4,725 6,750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 : 오디, 뽕잎, 홍잠, 누에가루, 동충하초 등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견적서 제출)

지원대상 

- 양잠 농업인, 농업법인 등(뽕밭 0.1ha이상 경작)

    - 신규 양잠 희망 농업인

기능성 양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양잠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한 양잠농가 소득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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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농자재 지원기준》

구  분 시설장비․농자재명

생산 시설장비
뽕나무(상엽용, 오디용), 잠실, 잠가대, 회전섶, 견면채취기, 
뽕잎절단기, 전동가위, 퇴비살포기, 관정,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

가공 ‧ 유통 시설장비 냉동시설,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착즙기, 포장재, 누에·뽕잎 
가공비 등

   ※ 주의사항

    · 잠실은 철골(재) 및 판넬형,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잠실 설치

       (불법 건축물 지원 제외)

    · 냉동시설은 영하 20 ~ 40℃ 이하 급속냉동시설 설치

    · 신규 양잠 희망농가의 뽕나무 지원은 0.1ha이상 식재할 경우 지원 가

능하며 추후 타 목적으로 이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일반 농자재(비료, 농약 등), 일반 농기계(트랙터, 관리기 등) 등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장비 지원 제외

［세부지침］

   신청을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제출

   《지원 우선순위》

    ① 양잠조합,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뽕밭면적 2ha 이상 집단화,

       규모화된 양잠단지 우선지원

    ②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농가

    ③ 뽕밭 재배면적이 많거나 오디생산량, 누에사육량이 많은 농가

    ④ 타 사업(국비사업 등)으로 양잠관련 시설장비를 기 지원받은 농가

       중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후순위 선정

   특용작물 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자재 구입비 중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 확보 철저

   임차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시설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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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집행

    ※ 지원근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12.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시설물의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부터 10년간

     - 기계 및 장비 구입일부터 5년간



- 150 -

32. 읍면동 지역특화지원(경제작물)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경제작물팀
정금주 5770

권오영 5771

읍면동 자체 지역특화작목 선정 및 집중 육성

지역별, 품목별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추진방침

읍면동별 1개 품목 선정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명품화 실시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총사업비 시비 자부담

계 6개소 379,020 189,510 189,510

신니 방울토마토 지원 영농자재 등 100,000 50,000 50,000 신니면

중앙탑(금가) 딸기재배 지원
딸기묘 등 80,800 40,400 40,400 중앙탑면

딸기묘 등 47,200 23,600 23,600 금가면

엄정 오이재배 지원 영농자재 45,000 22,500 22,500 엄정면

달천 방울토마토 지원 영농자재 56,000 28,000 28,000 달천동

칠금 적상추 재배지원 영농자재 50,020 25,010 25,010 칠금동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신청장소 : 특화작목 단지구성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근거 :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행정사항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1.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2. ~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11.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2023 친환경농산 사업추진 지침서

Ⅲ.-3 친환경농업 분야
- 주요사업 계획 
- 주요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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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 투자 계획 주요사업 투자 계획

연
번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보조율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1개 사업 8,624,997 7,006,174 1,320,593 685,496 5,000,085 1,618,823

1 유기농업자재 지원(국비매칭) 83ha 99,287 49,643 19,858 8,935 20,850 49,644 50

2 토양개량제 지원(국비매칭) 3,268톤 613,124 613,124 401,435 93,150 118,539 - 100

3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29,320톤 2,242,674 2,242,674 - 269,121 1,973,553 - 정액

4 유기질비료 지원(자체) 29,320톤 958,000 958,000 - - 958,000 - 정액

5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지원 608톤 121,600 121,600 - - 121,600 - 정액

6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73ha 30,600 15,300 - 4,590 10,710 15,300 50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39ha 178,300 178,300 178,300 - - - 100

8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육성(인증비) 328건 93,333 93,333 - 28,000 65,333 - 실비

9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잔류농약) 345건 69,000 69,000 - - 69,000 - 실비

10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330ha 177,600 177,600 - - 177,600 - 100

11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1,320부 13,200 13,200 - 2,640 10,560 - 100

12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 지원 230ha 41,400 41,400 - - 41,400 - 100

13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 2,130톤 190,000 133,000 - - 133,000 57,000 70

14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 44ha 79,150 55,400 - - 55,400 23,750 70

15 유기 인증농가 지원 300ha 720,000 576,000 - - 576,000 144,000 80

16 친환경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 1,500매 16,500 9,900 - - 9,900 6,600 60

17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34개소 301,810 211,267 - 63,380 147,887 90,543 70

18 유기농·무농약재배농가 환경보전비  365ha 185,300 185,300 - 55,590 129,710 - 100

19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개소 76,619 53,633 - 16,090 37,543 22,986 70

20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7,464톤 2,402,500 1,201,000 721,000 144,000 336,000 1,201,500 80

21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30,000매 15,000 7,500 - - 7,500 7,5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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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농업자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
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추진방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녹비작물 종자(호밀․보리․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및 유기농업자재 등(천적․미생물제제․자재원료), 컨설팅 지원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

    - (녹비작물)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친환경농업 컨설팅)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희망 농업인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신청기간 : ‘22. 11. 1. ~ 12. 31.(2개월) (Agrix 입력 병행)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총사업비 : 99,287천원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83ha 99,287 49,643 19,858 8,935 20,850 49,644

❍ 지원 상한액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50kg

․ 최소 신청량(지원량) :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1포), 헤어리베치 5kg(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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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세부지침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녹비작물 종자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예 외 >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

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

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3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
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작물 종자내용

    - 지원 품목(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는 인삼재 배농가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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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2년도 친환경

농산물의무자조금1)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

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

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
(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1)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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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업자재 지원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

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

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

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용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

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행정사항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

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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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내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 (3월)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

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3.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보조금 청구 

   - 녹비작물 :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주시농정지원단)에서 지역별 공급 

내역을 취합하여 청구

   - 유기농업자재 등 : 농가 개인별 구입 후, 자부담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하여 청구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제출

(’23.6.30까지/컨설팅 지원내용에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내용을 필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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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개량제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추진방침 

❍ 3년(2023~2025)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대상지역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

❍ 202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023년 사업계획 

❍ 공급대상 : 5개면 지역(주덕읍,살미면,수안보면,대소원면,신니면)

- 2023년 사업에 대하여는 2022.11.09∼ 12.08(30일간) 변경 신청을 통하여 물량 

확정하였음

❍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총사업비 : 613,124천원 (규산 : 국비60%, 도비20%, 시비20%)          

                      (석회 : 국비80%, 도비10%, 시비1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3,268 613,124 613,124 401,435 93,150 118,539 -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지원대상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질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질․패화석 :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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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

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받아 지역농

협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

확인서[별지2호]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고, 공급후 농가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확인서[별지2-1호]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며,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대상자가 공동확인서[별지제2-2

호]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

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 연도․주기별 공급지역

연도 공급지역 구분
2023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1주기2024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2025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동지역

❍ 2023 ~ 2025년(3년 1주기)사업 사업변경 및 추가계획

- 사업신청 : 2022년 상반기 일괄신청 완료

- 지원대상 :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2023년도 사업변경 신청 기간 : 2022. 11. 09∼12. 08.(30일간)

 행정사항  

❍ 적기공급 지도 : 2023년 3월중 공급 및 살포완료

❍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 읍․면․동장의 공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토양개량제 신청 농지 

살포 현장지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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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추진방침 
❍ 관내농가에 정부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 특정농가 우대지원 또는 특정업체 우선 배정 등 금지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2. 11. 09. ∼ 2022. 12. 08.(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총사업비 : 2,242,674천원 (도비11%, 시비89%)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9,320톤 2,242,674 2,242,674 - 269,121 1,973,553 -
전환
사업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농지를 등록하고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품목(비종)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내용 :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구 분
(단위: 원)

총 계

전환사업 자체사업

보전금(시비)
도·시비 자체시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600∼2,100 1,000 600 500

부숙유기질비료 1,300~2,400 1,000 900 700 600 500 300

- 비종․등급별 차등 지원 : 자체시비 사업을 포함할 경우 1포당 2,100~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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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 유기질비료 공급방법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공급시기 : 1월 ~ 12월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여부 반드시 확인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

(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구분 비종 평균 판매가(원) 비고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8,740

평균 8,400원혼합유기질 7,510

유기복합비료 8,950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4,110

평균 4,660원
퇴비 5,220

❍ 2022년 유기질비료 1포(20kg)당 평균 판매 가격(도내업체 참고자료)

❍ 포기 및 추가신청

   -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 11~12월 수령 신청한(추가공급대상 포함) 농업인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패널티 부과.

     (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

   - 추가신청은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결과(10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추가 신청 실시 함.

 행정사항  

❍ 유기질비료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시) : 2023. 01. 31.까지

❍ 유기질비료 구입·공급(농가↔농협) : 연중(2023.1.1.~12.31.)

※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비종․물량 변경 신청은 각 지역 조합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안내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청구 : 매분기 익월

- 지역조합 → 충주시농협시지부 → 충주시 / 엽연초조합 → 충주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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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질비료 지원[자체시비]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추진방침 

❍ 전환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에 대하여 추가 지원

❍ 관내농가에 정부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정농가 우대지원 또는 특정업체 우선 배정 등 금지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2. 11. 09. ~ 2022. 12. 08.(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총사업비 : 958,000천원 (시비10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9,320톤
(자체사업) 958,000 958,000 - - 958,000 - 전환사업

연동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농지를 등록하고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중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품목(비종)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 1포대(20kg)당 500원 추가 지원 ※전환사업과 연동

     ※ 지역업체*가 관내 축산농가에서 원료(가축분) 100% 구매하여 생산된 제품을   

         농가에서 구매 시 300원(20㎏/포) 추가 지원

     ※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내 축산농가 원료가 아닐 경우 사업 재검토

*지역업체 : 4개소[이원산업(주), ㈜정도, 영농조합법인 무지개농장, 부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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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원)

총 계

전환사업 자체사업

보전금(시비)
도·시비 자체시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600∼2,100 1,000 600 500

부숙유기질비료 1,300~2,400 1,000 900 700 600 500 300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에 의거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중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

 행정사항

❍ 유기질비료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시) : 2023. 01. 31.까지

- 전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동하여 추진

❍ 유기질비료 구입·공급(농가↔농협) : 연중(2023.1.1.~12.31.)

※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비종․물량 변경 신청은 각 지역 조합을 통

하여 접수하도록 안내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청구 : 매분기 익월

- 지역조합 → 충주시농정지원단 → 충주시 / 엽연초조합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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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관내 시설채소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추진방침

❍ 시설채소농가의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이 확대되도록 유도 

❍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설하우스 면적 및 신청량 대비 균분 배정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 : 관내 시설채소재배 농가⋅생산자 단체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총사업비 : 121,600천원 (시비10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608톤 121,600 121,600 - - 121,600 -

❍ 지원기준 : 1포(20kg)당 4,000원 정액지원 (15kg은 3,000원 지원)

- 사업비를 감안한 시설하우스 면적 및 신청량 대비 균분 배정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퇴비․가축분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대상자 선정 : 관내 시설하우스에 시설채소 재배(충주시 거주 농업인)

※ 제외대상 : 화훼, 블루베리, 만감 등 시설채소가 아닌 품목 및 노지재배 제외,  

전년도 포기자 제외

※ 시설하우스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 공급기관 :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읍면 지역농협은 읍.면에서, 동지역의   시농협은 

달천동에서 취합하여 보조금 신청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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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방법 

-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공급기관 : 지역농협, 품목농협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여부 반드시 확인

❍ 보조금신청 : 공급기관(농협)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1. 

❍ 유기질비료 신청내역 취합 제출(읍․면․동 ⇒ 시) : 2023. 01. 20.

❍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확정 통보  : 2023. 02.

❍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3.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2023. 04. 01 ~ 06. 30.                  

  ※ 읍면동에서는 최초 사업신청시 농가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보조금 신청(사업추진과정에서 농가

포기로 인해 지역농협에서 사업추진 애로 ⇒ 포기자 익년도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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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노동력 경감 도모

❍ 우렁이농법 보급으로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유도로 친환경농업 구현

 추진방침 

❍ 합성농약에 의한 제초를 왕우렁이를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제초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

❍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법이 정착 되도록 활용이

용이한 우렁이종패 지원으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유도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왕우렁이 쌀 재배면적 적극 확대 추진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친환경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친환경 벼 집단재배지 우선 지원

※ 단, 유기.무농약 인증농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친환경유기인증농가 지원사업 참조)

❍ 지원내용 :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종패 구입비 지원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어업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 신청자격 :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 및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총사업비 : 30,600천원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73ha 30,600 15,300 4,590 10,710 15,300

❍ 지원단가 : 420천원/ha(70kg/ha, 6천원/kg)

- 총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구입방법, 구입처 등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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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 대상자 선정

- 우렁이 농법의 보급으로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고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벼 집단재배 단지에 우선 선정

- 친환경인증농가, 기존 우렁이농법 실천 농업인, 교육 이수자 등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포기 및 사업미달 농가에 대하여 지원제외, 

예산액보다 사업대상자 신청이 적을 시에는 후순위 부여 

❍ 우렁이 종패 적정 투입시기 및 제초효과

- 왕우렁이는 모내기 후 5～7일, 최대 10일경 10a당 5～7kg 방사 적정

       ※ 크기 : 3개월 정도 자란 20～30g 정도 된 것

구   분
왕 우렁이 투입시기

무 처리 이앙직후 이앙 7일후 이앙 15일후

잡초발생량 64.8 2.6 0.9 19.8

제초효과(%) 0 96.0 98.6 69.4

- 우렁이 농법의 제초효과                             
   (단위 : g/㎡)

❍ 친환경농업 이용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험성 1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됨에 

따라 우렁이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투입한 새끼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반드시 공지

- 우렁이 농법 실천농가가 우렁이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본답의 용‧배수로 주변 우렁이도 제거(8~10월) 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

❍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정산시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철저히 확인 후 정산 실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생산자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170 -

 사후관리(우렁이 월동방지 대책 추진)

❍ 겨울철 영농교육 시 우렁이 안전영농 지도 및 교육

   - 논바닥이 물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물관리 철저 지도

    - 수확 후 녹비작물재배, 논말리기, 심경작업 등 영농지도

    - 배수로에서 올라온 우렁이가 우렁이농법 미 실천답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

    - 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솔선하여 수거토록 교육 (불이행시 사업비 회수)

❍ 자체적으로 「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

    - 친환경 단지별 우렁이 입식 30일 후 자체 수거 실시

    - 우렁이 알 제거, 용‧배수로 주변 유실된 우렁이 제거

    - 용‧배수로에 우렁이 유인제, 통발, 생석회 등을 투입 및 개량물꼬, 

포집망을 보급하여 유실 예방

❍ 필지별 및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일정 계획 수립 추진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1.

❍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01. 20.까지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3.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03. ~ 06.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0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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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

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추진방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제외대상  

- 사업기간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경영정

보 등록이 불가한 임차인의 경우 실제 경작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나 농

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등)로 대체 가능. 단, ‘22년 사업

에 한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20조

❍ 신청기간 : 2023. 3.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 전산입력 기간(Agrix) : 2023. 3. 1 ~ 5. 10.

❍ 총사업비 : 178,300천원 (국비100%)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기금) 시비

239ha 178,300 178,300 178,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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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벼 과수 채소·특작·기타 비고

유기농 700 1,400 1,300

임산물제외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기간 및 방법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3회)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

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만료일(10.31일)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행정사항 

❍ 신청접수 및 전산 입력 : 2023. 3. 1 ~ 5. 10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요청(시 → 인증기관): 2023. 5. 21까지

❍ 이행상황 점검 및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 2023. 5. 21 ∼11. 25.

❍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2023.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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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인증비)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비용 (인증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명농업 실현 및 경쟁력 확보  

 추진방침 

❍ 2023.1.1. 이후 신규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실제 소요된 인증(갱신) 

비용에 대한 지원 추진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 사업계획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법인

    - 2023년도 사업 : 2022.12. ~ 2023.11. 기간중 발급받는 농가 (도내 거주 농업인)

    ※ 생산자단체로 인증시 개별농가 내역을 확인하여 접수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실비) 지원

- 인증(갱신)비용 지원 (인증기관의 출장비, 수수료, 심사비 등)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 신청시기 : 2023. 01.01 ∼ 11.30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총사업비 : 93,333천원 (도비20%, 시비8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328건 93,333 93,333 28,000 65,333 -

❍ 지원단가 : 400천원/건당(평균단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민간인증기관 포함)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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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인 농가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 인증서, 비용 부담 증빙자료 및 보조금 

수령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함

․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장 명의의 계좌로 비용을 부담(이체)하여 보조금 또한 

동일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별 계좌로 보조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개인별로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확인 후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농산물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인증기관 확인)

 행정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취합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청일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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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잔류농약검사비)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확보  

 추진방침 

❍ 2023.1.1. 이후 신규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실제 소요된 잔류농약 

검사비에 대한 지원 추진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업인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하여 실시한 잔류농약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산물 시료, 토양, 수질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용”으로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충주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농업인 등 

❍ 신청기간 : 2023. 01. 01.∼ 11. 3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총사업비 : 69,000천원 (시비100%)

사업량
(건)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345 69,000 69,000 - 69,000 -

❍ 지원단가 : 200천원/건당(평균단가)

-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200천원(건당)까지 지원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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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청서, 잔류농약검사성적서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증빙자료2)

※ 특히 개인 농가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 인증서, 비용 부담 증빙자료 및 보조금 

수령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함

․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장 명의의 계좌로 비용을 부담(이체)하여 보조금 또한 

동일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별 계좌로 보조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개인별로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확인 후 선정

 행정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취합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청일 익월 10일까지

2)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인증기관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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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생산자를“잘살게”, 소비자를“행복하게”, 자연을“건강하게”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함이며,

❍ 친환경인증 면적 유지 관리 및 확대 기여

 추진방침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강구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생산장려금 신청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2023년 유기농·

무농약인증농가 환경보전비」사업과 연계활용

❍ 사업신청 홍보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병행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23. 01. ~ 1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격 :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충주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인증서사본

❍ 총사업비 : 177,600천원 (시비100%) / 부족분 추경 반영

❍ 사 업 량 : 330ha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330ha 177,600 177,600 - - 17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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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벼 과수 채소·특작·기타 비고

유기농 800 1,500 1,000
임산물제외

무농약 640 1,200 700

❍ 지원한도 :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 5.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별, 품목별 장려금지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충주시 농지, 임산물제외

 세부지침

❍ 유기농․무농약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인증서사본첨부 등) 

❍ 경작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인증서가 1개이상인 경우 인증서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 11월 

❍ 지급대상자 확정 : 2023년 11월 30일 

❍ 장려금 지급 : 2023.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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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향후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신기술과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추진방침

❍ 신기술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중점 육성 및 확산 계기 마련

❍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작목반 및 신규인증농가 우선 선정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희망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유기농업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 구독료 지원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0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와 홍보 등)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량 : 1,320부/110농가(12개월)

❍ 총사업비 : 13,200천원 (도비20%, 시비8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1,320부 13,200 13,200 2,640 10,560 -

❍ 지원기간 : 12개월   * 10,000원/1부

❍ 지원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사업량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친환경인증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업 입문 

농가를 우선 선정 

     ※ 기술지 방치 등 구독 관리 소홀 농가 제외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단체, 작목반, 친환경농업관련 법인 ⇒ 친환경농업 

입문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예정 농가 ⇒ 무농약 인증 ⇒ 유기농 인증

     ※ 인증 예정 농가 : ‘23년도에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농가    

- 동일조건에서는 인증승인 일자가 늦은 농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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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환경 벼 돌발해충방제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매년 친환경단지에 증가하는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친환경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

❍ 친환경농가의 소득향상 및 친환경농업 확대의 공동목표 달성

 추진방침 

❍ 친환경 품질인증(수도작)을 받은 작목반 및 개별농가에 적기 방제를 

통해 고품질 벼 생산

❍ 수도작 재배농가의 돌발해충(먹노린재 등) 방제 지원으로 인증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향상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을 득한 벼 농가 및 작목반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0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작목 : 수도작

❍ 총사업비 : 41,400천원 (시비100%)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230 41,400 41,400 - 재료비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확인 철저

❍ 지원단가 : 180,000원/ha

❍ 세부지원내역

    - 병해충관리자재 : 1ha/3병(90,000원)×230ha=19,800,000원×2회=41,400천원

 행정사항 

 ❍ 예산재배정           : 2023. 04. 

 ❍ 사업추진(사전방제)    : 2023. 06.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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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속 

생산 유도 및 농가 생산비 절감

 추진방침 

❍ 미생물발효퇴비사 설치(보유)농가와 원료 공동 구입으로 원가 절감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역 읍․면․동(퇴비사 설치지역)

❍ 사업대상 : 친환경(무농약,유기)인증농가 및 친환경인증 희망농가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총사업비 : 190,000천원 (시비70%, 자부담30%)

사업량

(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시비

2,130 190,000 133,000 133,000 57,000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확인 철저

❍ 사업내용 :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

❍ 신청자격 : 미생물발효퇴비사 설치(보유)된 친환경인증 및 희망농가

❍ 지원기준 : 1농가당 사업비(3홀 기준) : 12,000천원 

❍ 지원단가 : 수피(톱밥) 65천원/톤, 축분·어분·골분등 100천원 /톤, 발효제   

             (미생물제) 100천원/봉

※ 농가당 보조금 8,400천원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보조비율은 조정될수 있음.

※ 수피 사업량 기준 미달시 보조금 차등지원(수피 100톤 기준준수) 

※ 퇴비 생산시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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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 대상자 선정

- 사업우선순위 (기준규격 : 발효장 3홀)

․ 1순위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미생물발효퇴비사(기준규격 설치)를 설치한 

농가 및 작목반

․ 2순위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로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포기 및 사업미달(퇴비사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농가에 대하여 지원제외.

                                                          

❍ 보조금 지급 및 이행점검

- 사업비 지원기준 : 수피(우드칩), 바이후무드(미생물제), 도갱1호(발효제) 등

- 사업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집행 가능함(어분,전분,쌀겨 등)

․ 단,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용만 인정함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충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간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을 

실시한후 청구 및 지급

․ 청구 및 정산시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철저히 확인후 정산 실시

․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생산자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 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수피(우드칩)            : 100톤 × 1회 × 65,000원   = 6,500천원

    ◦ 발효제(미생물제)        : 15봉  × 1회 × 100,000원  = 1,500천원

    ◦ 축분·어분·골분 등    : 40톤  × 1회 × 100,000원  = 4,000천원  

      ⇒ 총합계 :  12,000천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재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도 있음, 2종류 이상 사용

  - 미생물발효퇴비 1농가당 재료 사용량 (3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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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1.

❍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01. 20.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3.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03. ~ 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05. 일한

▲ 미생물 발효 퇴비사 전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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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증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추진방침 

❍ 친환경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영농단체, 작목반 및 개별농가 지원

❍ 무농약이상 친환경영농이 정착되도록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병해충

관리자재 및 트랩류를 품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지원 추진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수도작, 과수, 채소·특작,     

           잡곡 등 재배농가 및 작목반 등(임산물 제외)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 트랩류, 이랑피복  

           비닐 등 영농자재 지원

    -   www.naqs.go.k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활용하여 인증유무 확인

-  사업비는 신청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보조금 한도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조정 가능 함.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총사업비 : 79,150천원 (시비70%, 자부담30%)

사업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시비

44 79,150 55,400 55,400 23,750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확인 철저

❍ 지원작목 : 수도작, 과수, 채소, 잡곡, 특작, 기타작물(임산물 제외)

❍ 사업단가 : 수도작 ⇒ 1,500천원/ha, 과수 ⇒ 3,000천원/ha

http://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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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특작 ⇒ 2,000천원/ha, 잡곡·기타 ⇒ 1,500천원/ha
       ※ 단,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보조비율은 조정될수 있음.

❍ 지원내용 

     ⋅ 수도작 : 우렁이종패, 미생물제제, 유기질비료 등

    ⋅ 과  수 : 트랩류(교미교란제, 성페로몬, 노린재트랩), 유기질비료 등

    ⋅ 채소·특작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등

    ⋅ 잡  곡 : 이랑피복비닐, 유기질비료,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 등

❍ 신청방법 

   - 작목반은 작목반별 대표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

   - 개별농가는 경작필지가 많은 읍·면·동에 신청

  ⇒ 유기농산물 인증서 사본·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반드시 첨부 

❍ 대상자 선정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친환경인증 필지가 

충주시 농지이면서 충주시에 주소 둔 농업인)

- 친환경인증면적이 인증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포기 및 사업미달 농가에 대하여 지원제외,   

임산물제외 

 세부지침

❍ 사업신청 요령

- 유기질비료(비종별 구분신청),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 등

❍ 세부계획서 수립 및 시행

- 품목별, 농가별 여건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무농약이상 재배 가능한 단계별 친환경 영농계획서 작성

- 친환경유기농자재는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고시 및 검증된 

우수한 제품 선정 공급 

- 과수 품목별, 농가별 여건에 맞는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 실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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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지급 및 이행점검

- 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보조금 지급신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검정을 

실시한 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시는 증빙서류(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통장사본 또는 전용카드전표,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작목반, 법인의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

거래 내용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함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1.

❍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01. 20.까지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3.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03. ~ 09.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0.

목차목차목차



- 187 -

15. 유기 인증농가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기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추진방침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

❍ 토경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되는(양액,수경,버섯 등) 농산물은 유기질비료 

지원제외, 병해충관리자재만 지원(임산물 제외)

❍ 친환경영농자재 제품구입은 작목반, 개별농가가 희망하는 자재 선정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한(유기전환기 포함)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www.naqs.go.k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활용하여 인증유무 확인

-  사업비는 신청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보조금 한도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조정 가능 함.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총사업비 : 720,000천원 (시비80%, 자부담2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300ha 720,000 576,000 - 576,000 144,000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확인 철저

❍ 지원작목 : 수도작, 과수, 채소, 잡곡, 특작, 기타작물(임산물 제외)

❍ 사업단가 : 수도작 ⇒ 2,500천원/ha, 과수 ⇒ 3,500천원/ha

채소·특작 ⇒ 3,000천원/ha, 잡곡·기타 ⇒ 2,500천원/ha

※ 단,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보조비율은 조정될수 있음.

http://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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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수도작 : 우렁이종패, 미생물제제, 유기질비료 등

    ⋅ 과  수 : 트랩류(교미교란제, 성페로몬, 노린재트랩), 유기질비료 등

    ⋅ 채소·특작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등

    ⋅ 잡  곡 : 이랑피복비닐, 유기질비료, 병해충관리자재(미생물제제) 등

❍ 신청방법 

   - 작목반은 작목반별 대표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

   - 개별농가는 경작필지가 많은 읍·면·동에 신청

  ⇒ 유기농산물 인증서 사본·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반드시 첨부 

❍ 대상자 선정

-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한(유기전환기 포함)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친환경인증 필지가 충주시 농지이면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친환경인증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포기 및 사업미달 농가에 대하여 지원제외, 

임산물제외 

 세부지침

❍ 사업신청 요령

- 유기질비료(비종별 구분신청), 병해충관리자재, 미생물제제 등

- 친환경유기농자재는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고시 및 검증된 

우수한 제품 선정 공급 

- 과수 품목별, 농가별 여건에 맞는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 실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충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정산

❍ 읍․면․동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지급신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이행여부를 

검정하고 농업인에게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시는 증빙서류(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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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부담 입․출금통장사본 또는 전용카드전표,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차감액 현황[참고자료]         

〔단위: 원/포(20kg)〕

  

구 분
(단위: 원)

총 계

전환사업 자체사업

보전금(시비)
도·시비 자체시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600∼2,100 1,000 600 500

부숙유기질비료 1,300~2,400 1,000 900 700 600 500 300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1.

❍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01. 20.까지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3.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03. ~ 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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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친환경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생산자를“잘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벼 수확ㆍ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인증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지원

❍ 공공비축매입용이 아닌 친환경 벼 수확 및 보관용으로 사용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3. 05.∼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덕읍3))

❍ 지원대상 : 충주시 친환경연합회 친환경수도작연구회 벼 재배농업인 등

❍ 근거법령 :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 총사업비 : 16,500천원 (시비60%, 자부담 40%)

구 분
사업량
(매)

단가
(원)

재원별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친환경농가 1,500 11,000 16,500 9,900 6,600

※ 지원기준(1매당)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지원단가 : 11,000천원/1톤백 (부가세포함)

- 친환경 벼재배농가 : 11,000원(보조 6,000원, 자담 5,000원) 

❍ 신청자격 :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득한 친환

경벼 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제품규격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검사기준 고시와 톤백포장재(FIBC) 

및 지침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을 준용 인정

3) 신청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톤백 구입 등 사업 추진은 주덕읍(수도작연구회장)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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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기본사업계획 작성 시달 : 2023. 05.

❍ 대상자 선정보고 (읍면동 ⇒ 시) : 2023. 05. ~ 06.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06.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07.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즉시

목차
목차목차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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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마련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방침 

❍ 친환경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별 선도 친환경농업 육성

❍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면적 확대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자 : 친환경인증을 0.3ha 이상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총사업비 : 301,810천원 (도비18%, 시비52%, 자부담3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34개소 301,810 211,267 63,380 147,887 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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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등*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6호 다항

 * 법인 :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운영·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23년 인증갱신 기간 미도래자는 ’22년납부 영수증 첨부)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붙임참조>

❍ 공동사업자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장비 선정

❍ 개별농가는 1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수요부족 등)

❍ 농기계의 보조금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단,농업법인은 5천만원 이하)

     ※단,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보조비율은 조정될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는 본 사업에서 제외

       - 국비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일괄 추진

 사업 시행 요령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는 친환경농업 이행 및 확대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특히 단지 내 참여농가의 협의 하에 사업

계획서 수립할 것

- 공동 사업자는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역 실정, 재배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순위 : 친환경인증면적 0.3ha 이상

․ 1순위 : 친환경인증 신규 및 유기전환 중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2순위 : 전년대비 친환경인증 면적이 증가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3순위 : 유기농인증을 득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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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 시 수요조사에 참여농가 및 친환경인증 면적규모가 큰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등 우선 지원

**필요시 최근 3년(‘19~’21) 사업실적(학교급식 공급실적, 해외농산물 수출실적,

친환경 APC납품실적, 친환경농산물 유통실적) 등 확인

- 지역특화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에 강한 의지가 있는 신청자 선정 

- 저온저장고는 농정과 유통팀사업 안내, 시설하우스는 경제작물팀사업 안내 등 

기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최근 3년내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을 지원 받은 대상자는 후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순위를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선정(필요시 

자체심의회 개최, 사업대상자 선정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 추진)

- 2022년도 사업포기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배제

❍ 사업시행

- 장비․기계류 구입 시 공인기관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 선정

- 각종 농기계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대상 기종을 참고하되,  

반드시 실 공급가격을 확인․검증 후 보조금 지급

- 시공업체 선정 및 준공검사(시설물의 경우)

․ 공사경험이 많은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시장 승인으로 시행

․ 시장은 시설물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시공) 되었는지 등 일반 준공검사 절차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고, 시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

(시설, 건축) 등의 협조를 받아 감독 및 준공검사 실시

- 시설․장비의 설치는 사업대상자 관할 경작지 내 설치

-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12년이상/시설사업에 해당)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자기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이행점검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을 실시한 후 청구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첨부(‘23년 인증갱신기간 미도래자는 

’22년 납부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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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납부 고지서는 인증기관에서 재발급 가능함.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www.korganicboard.org) 참조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확인 철저

․ 청구시 증빙서류 철저히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보조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2년(기준연한 10년+2)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액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년(기준연한 5년+1년)

*사후관리는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시작

**중요재산은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됨.(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9조 등)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시설,장비,기자재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여야 함

   - “관리카드”를 비치 년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기록‧유지,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http://www.korganicboard.org


- 196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3. 01. 20.까지(읍․면․동→시)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 제출 : 2023. 02. 10.까지(시→도)

❍ 상․하반기 사업추진상황 보고 : (시 →도)

- 상반기 : 2023년 05월말 / 하반기 : 2023년 10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읍․면․동→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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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예시)>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농기계

  (친환경 우렁이종패 시설 개보수 포함)

◦토양개량제 및 퇴비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INM(작물양분종합관리)‧IPM(병해충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을 위한 종이멀칭지, 친환경농업 재배필지 안내판, 

  논둑관리필름 등

◦논의 낙차가 있는 논에 물막이판 등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등

다.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지게차, 시설 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온유통 차량 등(3.5톤이하)

 ※지게차, 저온유통차량, 냉동탑차는 공동사용에 따른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시설(퇴비 제조장) 관련

    미생물발효퇴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 퇴비 제조장(미생물발효퇴비사)에 지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시설 보완 또는 신규로 퇴비 제조장(미생물발효퇴비사) 신축시

    2023년도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퇴비 제조장 보조금 지원한도는 2천만원 이하)

   - 미생물발효퇴비 관련 퇴비 제조장(미생물발효퇴비사)에 지붕이 없어 비가 올 경우 

     일부 퇴비 관련 액체가 퇴비 제조장 밖으로 흘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우선(용두동 등)

   - 신규로 퇴비 제조장(미생물발효퇴비사) 신축시는 마을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없어야 하며

     민원발생시는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함

   - 퇴비제조장 시설 보완 및 신축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 준수

   - 타인 소유의 농지 이용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지 임대차 기간 12년 이상)

   -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추진 예정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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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기농·무농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제고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도모

 추진방침 

❍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농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유기농 및 무농약 농업인 차등 지원으로 유기농 재배 확대 유도

❍ 환경보전비 신청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2023년 공익직불제」

사업 연계활용

❍ 사업신청 홍보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병행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 지원

❍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 신청기간 : 2023. 03. 01 ~ 06. 3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199 -

❍ 총사업비 : 185,300천원 (도비20%, 시비8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365ha 185,300 185,300 55,590 129,710 -   

❍ 지원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벼 사과·복숭아·포도 인삼·고추 기타

유기농 990 1,170 1,080 450

무농약 810 990 900 270

❍ 지원한도 :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 5.0㏊

❍ 대상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 11. ~ ‘23. 10.)* 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함

   ※ 예산 범위내에서 도내거주, 타도농지 지원가능  

 세부지침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참고자료로 활용

❍ 상기 이외는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신청서 작성(인증서사본첨부) 

❍ 경작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경작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별도 접수 요령

       ① 읍면별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파악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직불제 및 공익직불제 신청현황 파악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상기 직불제 미 신청농가는 별도 신청 접수

 행정사항

❍ 신청내용 확인․조사 : 2023. 7. 1. ~ 7. 31.

- 각종 직불제 현지 확인과 같이 병행 추진(신청내용 진위여부 등)

․ 직불제 신청 농지 이외 농지는 읍면동 담당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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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시군별 자체확인 및 농관원(인증기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8. 1 ~ 8. 31.

- 현지확인 결과 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자로 확정

❍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점검 : 2023. 8. 1 ～ 11. 30

-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과 같이 병행 추진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1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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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신은진 5783

❍ 댐규제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추진방침 

❍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등 우선 지원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 사업대상 : 댐 규제지역 및 주변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6호 다항

 * 영농조합법인 :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운영·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어업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 신청기간 : 2023. 1. 20.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작목반 및 생산자단체 대표자 거주지)  

※ 대상지역이 아닌 읍면(신니,교현2동) 사업선정 불가

❍ 사 업 량 :  1개소(※기 지원된 읍면동은 후순위)

❍ 총사업비 : 76,619천원 (도비21%, 시비49%, 자담 30%)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1개소 76,619 53,633 16,090 37,543 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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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개소당 5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농기계는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20백만원 이하로 제한함.

  ※ 단,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보조비율은 조정될수 있음.

 세부지침

❍ 사업대상자 선정

- 댐 규제지역 내 농업환경오염 최소화를 통한 수질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의지가 강한 지역 우선 선정

- 읍·면·동별 댐 규제면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해당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이 없을 시 사업비를 전수배하여 형평성있게 사업대상자 선정

- 최근 5년 이내 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동일 시설·장비 지원 제외

  단,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는 가능

- 제외대상자 : 전년도 포기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0.3ha 이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등

(공동 시설‧장비)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마을(공동 시설‧장비)

- 친환경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일반 농업인 포함)

* 동일조건 시 친환경인증 신규 > 유기농전환 > 전년대비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한 사업자

순으로우선선정

** 공동 시설‧장비는 마을 대표 또는 특정 개인 사업이 아님을 충분히 안내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사업부지, 

자부담 등 사업여건이 갖추어진 지역 대상자 선정

- 최근 5년 이내 등 기지원 대상자에 대한 동일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타당한 지원 사유 발생시 자체 검토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는 농정과 유통팀사업 안내, 시설하우스는 경제작물팀사업 안내 등 

기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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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는 친환경농업 이행 및 확대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특히 지역 내 참여농가의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 수립(생산자단체 등 : 회의록, 자부담내역, 운영

계획서 등 첨부)

- 사업자는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 재배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제외

- 장비·기계류 구입 시 공인기관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선정

❍ 사업추진 유의사항

  ① 사후관리기간 내 동일 시설ㆍ장비 지원 제외 및 중복 신청 불가

   ② 장비․기계류 구입 시 공인기관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 선정

   ③ 각종 농기계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대상 기종을 참고하되, 반드시 

실 공급가격을 확인‧검증 후 보조금 지급

   ④ 시공업체 선정 및 준공검사(시설물의 경우)

     - 공사경험이 많은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시장․군수 승인으로 시행

     - 시장․군수는 시설물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시공) 되었는지 등 일반 

준공검사 절차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고, 시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시설, 건축) 등의 협조를 받아 감독 및 준공검사 

실시

⑤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 : 12년이상/시설사업에 해당)

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자기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제출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읍면동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이행여부를 검정하고 농업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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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청구 및 정산시는 증빙서류(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통장사본 또는 전용카드전표,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12년(기준연한 10년+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6년(기준연한 5년+1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 시설,장비,기자재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여야 함

   -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 2023. 01. 20.까지(읍면동)

 ❍ 사업신청서 및 첨부물 제출 : 2023. 01. 20.까지(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

 ❍ 사후관리 실시(해당 읍·면·동)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기본규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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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
• 미생물제조시설, 퇴비제조시설, 모판흙제조시설,      

  조사료제조시설 등 

장비

• 결속기, 농자재살포기, 랩피복기, 농용로우더, 배토기, 

  배양기, 배합기, 분쇄기, 심토파쇄기, 액비저장조, 연 

  무기, 왕겨자원화장비, 오존발생기, 잔류농약속성검사기, 

  저온저장고, 저울, 제초기,집초기, 축분고액분리기, 콘 

  베이어, 퇴비교반기, 지게발, 트레일러, 톱밥제조기, 

  파쇄기, 포장기, 펠렛제조기, 미네랄활성수, 인칼균배 

  양기 등

2.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 조사료제조시설, 포도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농기자 

  재보관시설 등

장비

• 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반전집초기, 발아기, 육묘상자, 

  육묘상자운반기, 제초기, 콩예초기, 콩정선기, 콩탈곡기, 

  파종기, 이앙기, 포트육묘이앙기, 트렉터SS기, 트레일러, 

  해충유인방제기, 논둑관 리필름 등

3.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설
• 집하시설, 선별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농기자재 

  보관시설 등 

장비

• 냉난방기, 농산물결속기, 농약검출기, 당도계, 비닐집 

  착기, 선별기, 세척기, 운반상자, 용존산소측정기, 운 

  반상자, 저온저장고, 저울, 착즙기, 콘베이어, 파레트, 

  포장기, 포장라인, pH측정기, EC측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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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유상숙 5782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추진방침 

❍ 사업대상자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농협 판매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 관내농가에 정부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정농가 우대지원 또는 특정업체 우선 배정 등 금지

 2023년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23. 1. ~ 2023. 12.

❍ 신청장소 :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려는 희망 농협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총사업비 : 2,402,500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보조금 농협

자부담
농가

자부담소계 국비 도비 시비

 7,464톤 2,402,500 1,201,000 721,000 144,000 336,000 721,000 480,500

❍ 지원자격 : 본인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역농협에서‘23년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정산 

❍ 지원기준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8%, 시비 12%, 농협 30%, 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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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무기질비료 구입·공급(농가↔농협) 안내 : 연중(2023.1.~12.)

❍ 무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청구 : 매분기 익월

- 지역조합 → 충주시농정지원단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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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담당팀 팀장 및 담당자 행정번호

친환경농업팀
김현제 5780

오희균 5781

❍ 충주 친환경 쌀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교체에 따른 제작 비용 지원

추진방침 

❍ 충주에서 생산·판매되는 친환경 쌀의 대외 인지도와 경쟁력 증대 

❍ 충주 농산물 캐릭터 `충주씨`를 활용한 신규 포장디자인 개발

❍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023년 사업계획

사업량
(매)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시비 자부담

30,000 15,000 7,500 7,500

❍ 지원대상 : 충주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규격제품 자율선정)

❍ 지원기준

- 포장재 매당(400원/10㎏ 기준) × 300,000매 = 12,000,000원

- 동판(1,500,000원) × 2개 = 3,000,000원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담 50%

❍ 포장재 제작기준 : 규격별 필요 수량에 따라 포장재(스티커) 제작 구입

(보조금 초과시 자부담)

행정사항

❍ 보조금 지급신청            : 2023. 2.

❍ 보조금 지급결정            : 2023. 3.

❍ 포장재 제작 및 보조금 청구 : 2023. 5.

❍ 보조금 정산보고            : 2023. 6.



2023 친환경농산 사업추진 지침서

Ⅳ.참고자료
- 보조금 지급 신청 서식
- 보조금 지급 결정 서식
- 보조금 정산 보고 서식
- 2020년도 농업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 211 -

Ⅰ. 보조금 지급 신청 서식
(보조사업자용 )

1-1 보조금 지급신청서

1-2 사업계획서

1-3 사업비 집행계획

1-4 보조금 청구서

1-5 청렴이행 서약서

1-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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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자 : 

2.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3. 보조사업의 목적 : 

4. 보조사업의 내용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6.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7. 보조사업기간 : 202 년   월   일 ~   월   일 

8.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 주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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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2 .   .   . ~  202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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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업 집 행 계 획
(단위:천원)

단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계획 금액 산출내역

합계

○○
사업

자부담

계

보조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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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금 청구서

금2,000,000원 (금이백만원)

   위 금액을 “                 ” 사업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인) 

계좌번호 : 

예 금 주 : 

붙임 1. 통장 사본 1부. 

     2.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충주시장 귀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필 담당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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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보조사업명 :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지급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충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지급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

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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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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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 등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000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 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000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충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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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조금 지급 결정 서식
(사업부서용 )

2-1 보조금 지급결정서

2-2 보조금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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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조금 지급 결정서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

금을 지급 결정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4. 지급결정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지급조건 : 붙 임 

202  년     월    일 

충   주   시   장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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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금 지급 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충주시지방 보
조금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사
업비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2023회
계년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성과평가서 포함)에 보조사업
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하여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지급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6. 보조사업자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5%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5% 미만으로 자부담하였을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자부담 예외사업은 제외)

7. 보조금 집행 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
은 이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다. 

9. 상기 각 항의 보조조건 이외에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지방재정법,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10.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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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조금 정산보고 서식
(보조사업자용 )

3-1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3-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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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보조사업자 :  ○ ○ 단체장 (인)

단 체 명

사 업 명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
202  .   .   . ~    .    .  (장소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금 천원(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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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보조사업자 :  ○ ○ 단체장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
사업

지출
비목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
요금
물품

구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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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지출
일자

지출
비목

지출내역
예  산  액 집   행   액 지출

방법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2. 30 인쇄비
○ ○안내
책자 제작

카드

사업명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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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5.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현황(설치대상일 경우)

                                                                             (단위:원)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세부사업명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발 생 사 유

계

사업명 사업기간 소재지 의무설치기한 관리자 현황

(성  명)

(연락처)

(표지판 설치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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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0년도 농업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4-1 영농조합법인 선정 지원요건 확인 업무 소홀

4-2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절차 및 계약상 담보책임 등 미흠

4-3 친환경공동광역살포기(농업용 드론) 공급사업 추진 소홀

4-4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및 집행 부적정

4-5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감사인 미검증 및 정산검사 소홀

4-6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지원 이력관리 소홀

4-7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소홀

4-8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4-9 중요재산에 농립축산식품사업안내문 부착 관리 소홀

4-10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사용자 관리 소홀



- 232 -



- 233 -

4-1  영농조합법인 선정 지원요건 확인 업무 소홀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농식품사업기본규정”이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제5항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제(농업인, 농업법인)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 「농식품사업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농어업경영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요약

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3.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4.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6.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7.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 그러나 ○○시는 영농조합법인이 2017~2020년 기간중 지원사업 신청 시

    최종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및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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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지 못하여 해당 연도 사업신청 시 기준으로 총출자금이 1억원

    미만 9건, 조합원 구성원 5인 미만 2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 3건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10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부적절하게 선정

○ 조치사항

  -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격 없는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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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절차 및 계약상 담보책임 등 미흡

○ 관련사업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등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①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절차 미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의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에도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므로 ○○시에서는“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추진 시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계약을 위탁하여 체결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계약업무를

    이행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함

  ② 계약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미명시로 업무추진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시에서는“○○○현대화사업”추진 시 과수농가에 품종개량

    묘목 및 설비 지원 시 상기 지적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용역구매를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가능 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매년 반복되는 과수화상병 피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가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은 업무상 소홀히 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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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에서 보조금법 등에 따라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낭비 등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  또한 ,  ○○○현대화사업과 같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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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친환경공동광역살포기(농업용 드론) 공급사업 추진 소홀

○ 관련사업 : 친환경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 충청북도 유기농산과의 「2019년 유기농산사업 추진지침」11.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지침에 따르면 농업용 무인방제기 운영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면허)을 취득한 후 운용토록 함

  - 따라서 ○○군에서 공동광역살포기(농업용 드론)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는 위 「2019년 유기농산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작목반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방제기 운영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면허)를 취득한 후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고, 면허 소유가 의무가 아닌 비사업용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종 및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

  - 그런데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면허를

    취득한 곳은 ○○작목반 1곳 뿐이었고, 나머지 8개 농업단체는 드론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조종 미숙으로 인한 드론 추락 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실례로 ○○군에서 드론(방제기) 조종 및 안전교육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농약방제 작업 시 2건의 드론 조종자 약해 피해가 발생하여 1명은

    어지럼증을 겪었고, 나머지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았음. 또한 5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은 1개 단체만 가입하여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조치사항

  - 농업용 드론 보급 시 보험가입 안내와 방제기 조종,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드론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기 조종 및 안전교육,

    유지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공동광역살포기지원사업중농업용드론은 ‘21년 추진지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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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①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지침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교부 신청하여야    

  하고, 보조금 사용 방식은 보조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 ○○○은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전용계좌

    “A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B계좌”로 보조금 및 자부담을

    운용하였으며, 당초 신고․ 제출한 “A계좌”로 적정 지급된 보조금을

    “B계좌”에 이체하여 보조금을 집행함

  - 그런데 ○○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B계좌”

    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초 교부 신청 시 제출된

    보조금 계좌와 실제 보조금 운용계좌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 없이 정상 집행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함

  ② 보조금 용도 외 출금 및 발생 이자 부당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또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을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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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와 관련된 자료를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 ○○○이 실제 보조금, 융자금 및 자부담을 운용한

    “B계좌”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통장 거래내역에만 존재하는 부당 출금내역이

    발견됨

  - 해당 부당 출금건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지급된 후, 

    사적 채무상환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부모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개인용도 사용과 총 223백만원 상당을 보조사업의 용도 외로 사용한

    후 본래 사업비를 집행하기 직전에 재입금 처리해 놓는 식으로 운용

  - 또한, 보조사업자  ○○○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중 보조금 전용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 집행 및 용도 외 출금 과정에서 함께

    사용하였고,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금액을 재입금 처리하여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맞춰 제출함

 ○ 조치사항

  - 용도 외 출금한 223백만원 상당의 출금일부터 재입금 처리일까지

    발생 이자액을 산정하여 반환조치

  - 민간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부조건에 자세히 명시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은

    보조금을 용도 외에 개인의 사적 채무상환 등을 위해 보조금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한 뒤 재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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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감사인 미검증 및 정산검사 소홀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한 경우 집행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집행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군은 ○○보조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지 않고 제출하였고, 물품계약에 대한 서류(계약서,

    납품내역 등)가 일부 미비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 완료

 ○ 조치사항

  - 민간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부조건에 자세히 명시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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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지원 이력관리 소홀

○ 관련사업 : 농업인(단체) 지원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①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관리 부재로 농업인(단체) 보조금 중복 지원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

    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중복지원 여부 등이 관리되지 않아 동일인에 타 사업으로    

  같은 해 중복지원, 동일사업으로 2 ~ 3년 중복지원함

  ② 해외연수 보조금 정산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은 국외여비에서 집행을 금지하고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의 경우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항공권 및 발권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시에서는 “생활개선회 해외 농업연수” 외 3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지원 정산검토 시 민간인 국외여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여행사에 지급 하였으며, 정산검토 시 항공권 및 발권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만으로 정산함으로써 항공권 및 발권수수료     

 외 체제비(숙박비, 식비, 시찰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기준단가 적용하여

    산정)에 대한 금액 산정근거,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된 정산서를 이상

    없음으로 정산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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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시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또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보조금 지원 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금

    정산검토 시 여비 산정내역 및 지출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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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소홀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8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에

    대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부기등기가 되지 않은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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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관련사업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등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등의 취득한 가액 50만원 초과의 중요재산은

    1개월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 공시, 공시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

  - 따라서 ○○시에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취득자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수립에 반영했어야 함

  -  ○○시에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시에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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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요재산에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부착 관리 소홀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 농식품사업기본규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별표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식품사업기본규정 별표 3의 농림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의 입구 ․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
    설비 등에 동판 및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안내문

    부착과 농기계 등에 스티커형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준공 전후

    및 수시․확인 점검하여야 함

  - 그런데 ○○군에서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등 12곳에 감사일

    현재까지 안내문 및 스티커형 표지가 부착되지 않고 있는 등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3의 농림식품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중요재산에는

    표지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이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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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사용자 관리 소홀

○ 관련사업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공통

○ 관련법규 및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

    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르면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원제한

    기준의 개시 및 종료연월일, 지원하지 않는 사유 등을 해당 시스템에

    등재 한 후 보조금 집행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사업을 점검하고 보조금 및

    대출금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시스템 등에 등록하고 관리하여 보조금

    부당수령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

  - 감사기간 중 보조금 부당수령자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에서는

    보조금 부당수령자 일부는 보조금 지원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국비,

    지방비 재원에 따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나라이음 또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지원제한, 부당수령 등에 관해 세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 부당수령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지급 제한기한 설정,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 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본 지침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 식량작물팀  850-5760～5764
 □ 경제작물팀  850-5770～5772
 □ 친환경농업팀  850-5780～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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