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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장부 이용자 매뉴얼
농업교육 정보사이트/유관기관/단체 안내

시작하기
전에

작

1. 이 책의 구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 핸드북: 후계농부터 우수 후계농, 산
업기능요원까지>는 각 지자체 농정과 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각 현장 실무자들이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특히 민원
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합안내서와
현장사례, 실무자 설문조사 등을 바 으로 하여 작성됐다. 따라서 각
실무자들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 핸
드북>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인 사업진행의

과 개 적인 내용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개요를
며

요한 경우

금하다면 제 1부

고 중간 중간의

A 부분은 건

어 나가는 편이 빠르다.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어

원,

의

정도

우에는 해당 주제별

이

요한 경우

지한 상태에서, 민원이나 질의요청을 받을 경
A 부분을 찾아 바로 참조하도록 한다. 만약 추

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을 참조하여 유관기관 등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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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참조 사항과

외, 변경 사항

책의 내용 중 참조 사항과 예외적인 내용은 --유의사항--과 ※ 표
시로, 2013년도에 변경된 내용들은 파란

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

고한다.

2. 농업인

육성의 개요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무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 형 농정을
지 해

으며, 농업 경 력

화는 정예 농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는 인식 하에, 농업인재 육성에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이

고 있다.
게 창업 단계, 성장/발전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부문을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별

형 농업인

육성전

창업 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창업 계

성장 발전

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본 실무가이드에서 중점적으로 다 고자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
업은 창업단계로써 예비농업인 및 우수한 농업경영인 발 을 위한 것
으로, 신규 및 기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 발전 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가지원사업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성장/발전 단계로써 후계농업경

하기 전에

5

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개선을 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해서는 2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편을 참조한다.
! 정 지원 사업을 적용하기 전에
지원사업은 위와 같이 크게 2단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
관련 지원사업이 이 단계에

후계농업인

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농업경영

팅 사업의 경우는 성장/발전 단계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설

만 아니라, 창업단계

인 후계농업경영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어 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지원사업이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담당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매이지 말고 우선 정책

아보도록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목적

위와 같은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큰 틀 안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
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즉, 농업 발전을 이 어나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 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농업인력으로 육
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발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은 사 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함

지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고자 농업 경영체의 상황에 는 교육,
경영·기술 설팅, 창업 및 영농자금의 대출 등을 제공함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D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 한 사후관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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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후계농업경영인
업

1. 사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선정한
자를 말한다. 특히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
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
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기 위해 해당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등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으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하며, 후계농업경영인 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
원체제를 구축하며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를 추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격 및 요
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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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및 요건
2 13 도 후계농 육성사업 지원자

및 요건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
연령

병역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1964. 1. 1. 이후 출생자)

2013

추가(2차)
경사

기 만 45 에서
만5
만으로 확대
(1964년 1.1. 이후
출생자)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영농
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
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 농업계 고등학교를
업하 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경영
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농 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한

‘13.3.2 에

유의사항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
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 받지 않은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
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③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
생중인 자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

1부 후계농업경영인

9

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⑤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⑥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⑦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
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⑧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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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자 지원요건 자격 Q&A

Q1 후계농업경영인 육 사업의 신청자격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A1 신청자격과 요건에는 연령, 병역,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갖 야합니다. 신청자격은 ▲ 사업 신청연도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 병역필이나 면제(여성 포함), 또

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영농경력

만 10년 이내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이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이수자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등록예정인 예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Q2

우자가 이미 후계농

경우에도 추가로 사업신청이 가능합

니까?

A2 남편 혹은 부인이 다시 추가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부의 주( )사업품목이 각각
달라야 하며, 토지 등의 등기도 각각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품목이 다르고,
는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립된 경영체로 등록하

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경우

에도 배우자인 경우와 마 가지로 동일하게, 각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품목이 다르고,

립된 경영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재학 중인 경우(고등학교

은 대학교 졸업예정자)에도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해당연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
예정증명서 제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대학 또는 농업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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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이수학점을 선정평가표 상의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

정 자금을 융자받 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다시

신청하여 융자지원을 받는

도 가능합니까?

A4 기존에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전액상환하 거나 상환 도중이더라

도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지원 범위 (2억원/개인)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
니다.

유사사례

Q

농창업자금을 지원 받 습니 .

가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을

받

을 수도 있습니까?

A

귀농창업자금과 후계농자금 모두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

며, 한 사 이 귀농 창업자금 및 후계농 자금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 라도 정
자금은

액 2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의 신

용 담보에 따라 2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는 후계농이 귀농자금으로 1억원을
저 대출받은 상태라면 후계농자금은 1억원 이내 범위 안에서 대출 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

Q5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외 대상 기 은 무엇입니까?
A5 ▲ 지자체의 선정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부적합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 사업신
청일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 직업을 보유

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
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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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쪽의 유의
사항(9쪽, ※사업대상자 제외대상)을 참조하세요.

Q6 우선추천 대상은 무엇입니까?

A6 농학계 대학교 및 농학계 대학(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 대학, 여

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

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대상이 됩니다. 현재 추천 인원의

20% 이상은 농업계학교(농고, 농대)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도 20% 범위 내에서 우
선추천 받습니다.

Q7 가시오가 를 주

으로 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7 가시오가피의 경우 농업이 아닌 임업에 해당하는 작목입니다. 후
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임업분야인 임산물(아래 표 참조) 생산 등의 사업
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서 임업후계
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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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
구

분

가 품목>

후계농 사업신청

가 (자

및 품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 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

수실류

대추 호두

버 류

은 감·개암 머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산나물류

산마

다래·산 기

리 꽃송이버

복령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
원추리
순
고려
(곤드레)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지구 초 삽주 참
시호 작약 천마 산양
강남차(결명자차)
구절초 약모
당귀 천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운
마

약초류
수 류

두충·청미래

약용류

오미자 오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개나무 음나무
참 나무 산초나무 초 나무
나무
담초 산
나무 산사나무
느 나무 황 나무
지 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관상산림식물류
※

업

Q7-1

은행·음나무·참 나무

분재 자생란 조경수 잔디 야생화

산
과 업

에

한

산

에

한

제3조 제2 , 업후계자 요 의 기
제 조 제1항

산 청고

제2 1

업후계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후계농에 신청할 수 있습니

까?

A7-1 임업후계자도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
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한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을 지원 받 다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대출한도(2억원) 안에서 임업후계
자 정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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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방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자본조달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한다.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
어 있지 않은 지자체인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에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알
맞게 접수처를 변경할 수 있다.(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
하고 있는 영농정착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에서 접수).

사업대상자 신청 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1부, 대
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자
는 제출)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이 때 접수를 받는 시군구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유의사항 농 사업
하지

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에 사업신청
자

자 를

단에서 제외 므로

의한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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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또한 사업신청서 접수와 함

사업성 검토, 신용조사 의뢰 등을

실시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
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의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
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
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면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
회」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를 결정한다.
이 때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
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금융상
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다시 추천하는데, 이 때 우선추천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농학계 대학교 및 농학계 대학(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
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농업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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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체계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평가의뢰) →
(평가결과)

시

관

평가
(1~2월)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 으로 순위책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군구

청

(시군구별 평가실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2.31)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20)
 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2.31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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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관련 Q&A
Q8 후계농업경영인 육 사업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절차
방법은 무엇입니까?

A8 신청절차는 사업계획 수립(1단계), 구비서류 준비(2단계), 신청서

접수(3단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1차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의 자문과 대출
취급기관의 금융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자본조달 및 투자계획포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관련 서류(구비서류
목록은 15쪽 참조)를 갖

③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

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Q9 거주지

농지

지 이다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은 어

에 해야 합니까?

A9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 지역의 농지를 구매하여 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연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
야 합니다.(접수처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Q10 후계농업경영인 관
합회 등 다

추천서를 받을 때, 한 농업경영인중

영농단체의 추천서도 유효합니까?

A10 신규 농업인에 대한 추천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또는 이장의 추
천만 가능합니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를 제외한 나 지 단체의 추천서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후계농
업경영인 신청자가 A단체의 추천서를 받 는데, 해당 지역의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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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A단체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추천서는 인정되
지 않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구 지부, 지역농협, 한농
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

Q11

지자체는 할당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인원을

과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까?

A11 시도별 배정인원은 당해연도 전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시도별 선정 목표치(2013년의 경우 1,800명)로써 시·도 후계농업경영
인 심사위원회에서는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시도 심의 결과
를 종합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시군구별 선정인원을
일부 조절할 수 있습니다.

Q12 시 군

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은

명까지입니까?

A12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
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선정한 뒤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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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농업인(영농경

3년 이상)과 신 농업인(3년 미만)을

분하

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13 후계농업경영인이 서면평가 시 제출한 농지원부 취득 일자를 기

준으로 하되,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평가표
의 농업경력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승계농 및 공동
세대는 신청자가 농업인으로 평가받기를 원할 경우에 농업인(영농경력
3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4 공동 대

단

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14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공동 및 단 세대 여부를 판별하며, 농
지원부는 공동세대의 근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특별
자치시의 경우 건 보 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
본 혹은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구분합니다.
유사사례

Q
A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시, 부

이

편의

유분을 인정받을 수 있 요?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영규모,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검증

을 실시합니다. 다만 단독세대이면서 부모와 공동경영하여 매출이 전무한 사실
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할 경우,공동세대로 인정하여 부모의 소유분을
인정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닐 경우에 공
동세대로 인정하여 배우자의 소유분을 인정합니다.

Q15 금융거래확인서를 신용조사서 서류로 사용하거나 농

이외

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15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조사서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조
사서는 반드시 농협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핸드북

5. 평가 기
사업시행기관인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업대상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에 평가를 의뢰한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
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부분 현장조사이며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
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의 범위 안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을 선정한다. 이 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업자 및

만 40세 미만인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에서 평가결과를 바 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 가능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 접수 및 추천( 면, 농업기술센터) → 1차 심사(시·군·구 심사위원회) → 시
군구는 1.5배수 범위 내에서 시도에 추천 → 시도는 시군구의 신청서 및 평가자
료 취합 → 전문평가기관에 평가의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문평가기
관 1차 평가심사 평가결과 검증 → 2차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도 심의위원회)
※ 사업신청자는 농 사업

.

.

.

해 신청사업에 대한

를

인할 수 있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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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

Q&A

Q16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과정은 어

절차를 거 서 진행됩니

까?

A16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각 시·도

가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①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② 시·군·구가 심의회를 열어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③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이 평
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④ 시·도에서 그 결과를 토대
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17 신

농업인(영농경

3년 미만)의 서면 가 기 은 무엇입니

까?

A17 서면평가는 총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업계획의 적절
성 ▲ 개인자질 ▲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으로, 개인
자질은 학교 및 교육, 전문성, 농산업인

경력, 재정 상태로 각각 평가

합니다. 또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은 영농비전, 농업승계, 추천서로 평가
합니다. 다만 ‘학력 및 교육’은 최종 학력과 최근 3년 이내 전체 교육이
수 실적 중 평가점수가 높은 것을 평가점수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서
면평가지표 중 배점 비중이 높은 평가지표(10점)는 ‘학력 및 교육’, ‘재
정상태’, ‘농업승계’의 3가지입니다.

Q18 기

농업인(영농경

3년 이상)의 서면 가 기 은 무엇입니

까?

A18 신규 농업인과 마 가지로 서면평가는 총 80점으로, ▲ 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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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적절성 ▲ 개인자질 ▲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기본 평가기준은 신규 농업인과 동일하나 개인자질 측

면에서 수상실적과 영농기록을, 지속성과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영농
규모와 정부정책 참여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서면평가
지표 중 배점 비중이 높은 평가지표(10점)는 ‘학력 및 교육’, ‘재정상
태’, ‘영농기록’, ‘영농규모’, ‘정부정책참여도’ 5가지입니다.

Q19 후계농 서면 가 시 자격증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A19 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은 자격증 종류별로 각기 다른 평점을 부여
받습니다. 자격증이 없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
로 처리합니다.
자 증 종류

신규농업인

농업인

5점

3점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3점

2점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1점

1점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Q20 서면 가 시, 영농기

여부는

마나 반영됩니까?

A20 영농경력 3년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아니라 본인 수

등에 주기적으로 영농 기록을 작성한 것도 증빙자료

및 평가검증자료로 인정합니다.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점수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10점

8점

6점

기

주기

4점

작성
0점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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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농업마이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되는 대학도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21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시도에서 자체 운영되는 대학, 모두 학력으

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실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민간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교육시간 산출 후에 교육실적으로 인정합니다.

Q22

반대학교 졸업도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22 일반대학교 졸업도 학력으로 인정됩니다만, 농업관련 교육이수

시간이 14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점수(5점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최종 학력점수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3 신청자격 기

중 교육실적 이

무엇입니까?

A23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별도의 농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라면 다른 기관에서 농업교
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실적이 없
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현재 ▲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농

과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특성화
농고 프로그 참여자 ▲ 해외 농업인

이수자 ▲ 농산업분야 인 경

경력 10개월 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교
육실적으로 만점(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의 농업교
육 이수 실적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을
비 하여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이수한 각종 농업관련 교육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조
건은 따로 없으며, 각 시·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교육기관과
과정 등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50%
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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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

관 하여 미

Q&A

Q24 서면 가표의 영농 모

된품 의

니까?

가는

A24 품목에 대한 영농규모 평가 시 미포함된 품목은 유사작물의 평
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복분자의 경우 특용작물 품
목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Q2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진단

표는 무엇입니까?

A25 2013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이 자가진

단지(사고지 영역 관계지 영역, 자기개발영역 총 3개영역/ 25개 문항/ 5
점

도형)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군구 담당자가 <후계농
신청자 역량진단 총 표>로 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점합니다. 마

지 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점수와 지자체 담
당자의 점수를 비교하여 확정점수를 부여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확정
점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에 20% 반영됩니다.

Q26 여 농업인에 대한 우대조건은 무엇입니까?
A26 여성이이라고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선
정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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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1. 지원정책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선
정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기존

농가는

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억 원까

지 융자지원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5년 이상의 영농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2013년부터 최대 2억 원(기존
8천만 원)의 추가로 지원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관해서는 2부에

서 더 구체적으로 다 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자금지원 외에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경영인
의 국제적 경 력을
나

상시 고, 개인의 역량을 지속 유지·발전시

수 있도록 선진 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 국내·외 동 을 파 하

도록 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산물 수출 및 내수경 력

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
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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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금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 각각 알아본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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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지원
자금지원의 전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지원 계획을
시달하면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
업추진을

려한다.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

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
4조 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한다. 만약 사업대상자가 사업

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
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
업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업추
진실적(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유의사항 사업추 계
서는 다음의

용

인서

에

한

가지 상

에 대해

참조한다.
사업

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
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 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
개월 내에 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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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
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
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
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 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
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 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

관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을 배정하며 해당 후계농업경영
인 사업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시행한다.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
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분기 익
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 납부를 희망

할 경우에는 이자납부 시기를 조정해

※ 자금

수 있다.

제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자금지원 방식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려를 위해 선입선출 형태의 총자금 POOL제로 운용하고 있다. 세부
적인 내용을

보면,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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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
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총 3년간 2억 원 한도 내에
서 분할 신청하려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연
도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받아야 한다.
2)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후연도
에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지원의 대상과 용도

자금지원의 대상은

게 창업기반 조성비용 자금과 농업 교육비용 자

금으로 나 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 ,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구

● 하우스· 실 설치, 과원조성, 버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
고시))

시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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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원 대상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영자금은 사업계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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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분야
지원분야

부 지원 대상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구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 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시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영자금은 사업계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농지구입, 고정
식온실, 축사 등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자금(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등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임대료 및 농업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게 관련이 없는 시설( x. 버

종균배

양시설)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한 임업 분야인 임산물(버 류(산에
서

취),

, 산나물, 산약초, 장 ,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생산 등의 사

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농업 교육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육과정에 참여시 교육비를 지원한다.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

로/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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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은

자제외 대상사업 에 해당하므로 유의한다.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②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 기존

농가 중 납유

정 지원 중단)

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

은 지원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지급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
금)에 대한 보증지원

④ 농기계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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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지원 대상

용 Q&A

Q2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27 후계농업경영인은 창업기반 조성비용 및 역량 화 지원비용 등

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반 조성비는 농지, 시설, 운영비
등을

하며,

해 40% 이상 대출시 3년간 분할 대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융자지원을 받습니다.

Q28 후계농업경영인 육 사업의

업기반 조 비용은 어

용도

로 사용해야 합니까?

A28 창업기반 조성비용은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나 며,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이 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
발·

터,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에 관련된 비용은 운영자금 내에

해당되며, 실대출액의 총액에서 20% 이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대출이 승인된 사업비가 1억 원이라면 홈페이지 개발비
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경
우 사후융자가 원칙이나,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 하는 담보를 제공하
고, ②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
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Q29 운영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사료비, 유류대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29 실대출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되, 여기에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묘목, 종자구입, 가축 입식비, 정보화
사업 등이 포합됩니다. 또한 가축사료비는 가능하지만 가축 입식비 중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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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의 구입자금은 제외됩니다.

Q30

지,

사용

지

은기

시설물을

입한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30 초지나 사료포를 조성하기 위한 논,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신축용 토지
는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
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축사신축용 토지
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축사신축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시설물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축사, 고정
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에 대한 구입비는 시설설
치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 시설 등 등기부등본
이 없는 경우 지원 기준가격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
반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Q31

대사업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31 후계농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
상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임대료 등 운영자금은 지원불가)으
로 제한됩니다.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임대
기간인 3 5년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인 시군구에서 사후관
리를 통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 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
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Q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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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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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A32 연간 사업비가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자필영수증을 받 다면 시장·군수·구
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증빙으로 인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6항)

Q33

업기반 조 비용의 대출한도는

마입니까?

A33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대 2억 원(운영자금은
총 실대출액의 2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으로

농가의 경우 자부담

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됩니

다. (※신규

농가의 경우는

터와 납유처 확보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

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Q34

린

농지를

내에 주 을 소유하지

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린

서 후계농업경영인 명의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명의의 주 이 있다면 가

능한가요?

A34 그린 트 농지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설령 후계농업경영인의 가족(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농지 또는 축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본인 명의로 옮기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린 트 외의 다
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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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식

융자방식에는 사전 융자와 사후 용자가 있는데 사전 융자는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및 기존 축사 구입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 융자는 사
업추진실적에 따른 것으로써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
종근(화 묘 포함) 구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융자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기촌
축사 구입

사후 융자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사료구입 등

사업추 실적 인서

)

사업추진계획서
(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법 에 의
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구

※ 사업대상자가 사업
자
영수
는 세 계산서,
기
자
를 사업
기 에
제 하고, 사업
기 은이자
부하 사업추 실적 인서 를
사업추진의 기성 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다만,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 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사전 융자 방식의 경우 사전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
내이며, 대출금 잔액은 소유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 정산한 후에
대출받을 수 있다. 시군구는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
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사후 융자 방식일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

업시행기관인 시군구는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를 발급한다.
묘목 및 종근(화 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 사료구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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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후 대출이 가능하며,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라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 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 사업시행기관(시장·
군수·구청장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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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지원 절차

자방식 Q&A

Q35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자금지원 방 은 무엇입니까?
A35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려 및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해 선입선

출 형태의 총 자금 Pool제로 운용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합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총 3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할 신청할 수 있으며, 후

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합니다(사업량의 40% 미만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

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절차는 무엇입니까?
A36 ① 사업대상자가 시·군·구에 사업추진계획확인서(사후융자일
경우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신청해 발급(2개월 유효)받은 후 ② 대출

기관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 대출기관에서는 대출 부적격 여

사업자금 대출 체계
)

)
시·군·구)

)
관

청
)
실시
등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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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검토한 후 대출심사를 실시(농신보, 담보 등

보전 조치, 대출가

능액 등 산출)해 적격자로 판단되면 ④ 사업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

합니다. 그 다음 ⑤ 사전융자의 경우 농지, 축사 신축용 부지 및 기존
축사 구입자금을, 사후융자의 경우 시설자금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사업자금 대출 체계는 다음과 같
습니다.

Q37 후계농업경영인 육 사업의 사전융자는 어떻게 이

니까?

A37 사전융자는 농지, 축사 신축용 부지 및 기존 축사 구입 등을 대상
으로 합니다. 사전융자를 신청하려면 대출희망 금액에 상 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금(농지 및 축사 신축
용 부지 구입 자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진행됩니다.

Q38 후계농업경영인 육 사업의 사후융자는 어떻게 이

니까?

A38 사후융자는 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
묘 포함) 구입, 사료구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융자 신청 시에

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확인서는 사업대상자가 사
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발급해

니다. 묘목 및 종근(화 묘 포함) 구

입, 농식품가공·제조기계 구입, 사료 구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후융자를 받
을 수 있습니다.

Q39 사업비 대출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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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9 사업계획서상 매년 12월 31일까지가 정상 사업기간이므로 사
업비를 매년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3년도의 경

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청자에 한하여 1회 대출

기한을 연장(익년 6월 말)할 수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면, 다시 2개월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14년 6월까지

1차로 연장 받은 사람이 다시 2차로 대출기한을 연장 받게 되면 연장
시한은 2014년 8월까지가 됩니다.

Q40 자금을 3년간 분할 대출 받기 위해서 대출받 야 한다는 대
출금액 40 의 기 은 무엇입니까?

A40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을 3년간 분할대출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액
이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당시의 대출금액이 아니라, 후계농업경영
인 선정 후 금융기관에서 선정대상자의 신용, 담보 등을 감안하여 결
정한 개인별 실제 대출승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41 사업비 대출기한을 2회까지

장하 으나, 사업이 지 되어

사업기간 내에 신청자금의 40 를 대출하지

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41 대출 시행 여부는 후계농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어 자금이 집행된 시점을 기
준으로 합니다. 2회 연장 기간까지도 대출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
업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대출된 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Q42 대출시

비해야 되는 서류에는 어

이 있습니까?

A42 201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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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된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지자체 담당자에게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등 사후추
진 완료 또는 계획을 증빙하는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② 농협의

대출담당자에게 ▲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이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

획)확인서와 ▲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담보대출 시 감정에 필요한 서류, ▲ 입보대출시 연대보증인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국세·지방세 등 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특히 수료증 이외에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가 추
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해당 농협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Q43 후계농 자금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대출 절차는

무엇입니까?

A43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구입
• 농지구입자금을 위해서는 ① 농지매매계약을 완료한 뒤,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고 ③ 지역의 농
협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 농지구입 자금 대출시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당해 구입농지로 해
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구입농지로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부동산 또는 농신보 보증서와 결합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농협담당
자와 사전 논의를 거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 니다.

● 시설자금
• ① 농업용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후 ② 행정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③ 지역 농협에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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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니다. 이 때, 행정기관은 농협에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세금계
산서 등 증빙자료와 함

통보합니다.

• 시설자금 대출시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당해 신축 또는 증·개축
시설로 해야 하지만, 당해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 거나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타 부동산 또는 농신보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운영자금
• 대출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농협에 통보합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사본을 통보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적정한

보전조치 전제 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묘목이나 종자 구입에 필요한 입식자금의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마
가지로 행정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식시설은 시설자금과 달리
신용 또는 농신보를 포함한 담보제공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Q44 사업시행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

부는 어떻게 합니까?

A44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
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
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
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
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후계
농이 직접 하우스 등을 건립하 다면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
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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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가하 , 현금거래를 하여 통

는 상황인데,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

용할 수 있습니까?

A45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

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간이 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간
이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자필서명이 없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일 수 없습니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
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 시, 1천만 원 미만 또는 사업자가 금
액을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
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6 농지

입에

대출가능 금액 산출 방법은 무엇입니까?

A46 사업실적 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 상
의 금액으로 검증하되, 농지구입자금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 면적 별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후 감정가의 50
70%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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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선정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
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자격취소 및

후 3년간 사업신청을 제

한한다. 다만, 자금대출계획을 제출하 거나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 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영 특
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나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가 자금지원을 받 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은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 을 시에는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해
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융자금 회수 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시

장을 확인한다.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
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
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선정 이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 되
사업계

대비 사업연도별

실적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
구)
③ 시·군·구의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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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지

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

하여

한 경우

④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⑤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⑥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
사업에 지장이

리에 있는

에서의

일· 주

무 등 후계농

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여 판단
⑧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때는

시 사업을 취 하고 지원자금 상환

지원자금 회수

고 인정

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 만, 무 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가능한

이 확실

한 경우 15일 이내)
-

만,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경우 사업취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하여 시정할

을

보 후 이를 이 하지

니할

등조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

만,

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 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
유를

기하여 당

·사 ·신

등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 사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 록
가 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
·기

사업을 계속할 수

서

보

는 경우

경우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
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
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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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Q&A

Q4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등의 다

사업체나

인의 영농현장에 취 한 사 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4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타인의 농장에서 고용원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자기
영농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 공
공기관, 회사 등에 취업하여 월정급여액( 급) 및 연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등을 받는 경우

, 개인택시 등)를 경영할

경우, 후계농 지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잔여분도 회수 조치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
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로 통보합니다.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 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
는 일시 취업
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
본인의 농업기반을 갖고 영농을 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

등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는 경우

Q48 다

사 의 명의로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습니까?

A4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의 명의로 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
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통해 토지구입, 시설건립 등의 사업추진실
적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후계농이 공동경작을 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4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핸드북

Q&A

등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건립하 다면 이 자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시행

년도에 사업을 추진(착공과 완공)하 는지를 확인(사업시행 년도 이전 사
업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한 후 소유

등기를 후계농업경영인의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 시행토록 안내합니다.

유사사례

Q

성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 추진 후,

경우

A

게

편

의

유

기

을

?

후계농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시행년도에 사업을 추진(착공과 완

공)하 는지를 확인(사업시행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하고 소유권

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로
등기는 불가합니다.)

Q49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대출 받으려 하는데, 대출제한이
수 있는 경우는 어

이 있습니까?

A49 ▲ 과거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 과거 농협 등 금융기관에 손실을

친경

우, ▲ 신용정보 불량으로 등록된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50 가

간 농지를

하는 경우에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50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
다.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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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1

업기반 조 비용으로 한(육)우를

입할 수 있습니까?

A51 한(육)우의 구입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원이
상태입니다. 다만 2013년 부터는 기존

농가 중 납유

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 유우(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로

정 중단된
터와 납유처

) 입식자금을 융자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납유

유처 확보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

터와 납

농가와 마 가지로 최대 2억 원까

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5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전에 차후 사업을 위해

지를 급

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52 기본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선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등기를 취득하고 2월에 후계농업경영인으
로 선정되었다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4조 제3항 「신청자가 대
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 이전에 유용한 급
매물이 나오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이후(전년도 12
월)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정 시점(3월) 사이에 거래가 이 어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비록 선정 이전이라
도, 읍·면·동으로 사업이 신청되었다면, 그 시점까지의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소급 적용은 사업이 지자체에 신청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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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는 지자체마다의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조
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3 정부자금으로 신 된 농장이나

사를 담보로 다시 후계농업

경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53 정부자금으로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시, 정부
자금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보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
나 정부융자금으로 신축된 건물의 경우에는 담보로 사용하실 수 있으
니,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혹은 농협 관계자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Q54 농기계 입자금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A5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후계농업육성사업은 창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는 제도로서, 지원 분야를 농(토)지 구입 및 시설설치, 가공시설 설치
및 그와 관계된 기계구입, 정보화 및 종묘 등 운영자금만을 지원분야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자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해주시기 바 니다.

Q5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 지만 담보 이 부 한 상
면 융자를 받을 수

습니까?

A55 금융기관 대출에는 신용대출(무입보신용대출, 보증인입보 신용대
출)과 담보 대출(부동산 담보대출, 보증인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

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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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원
칙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농
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및 절차는 51쪽 농신보 관련 내용
을 참조하세요.

Q56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기간이 지 는데, 다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5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선정된 당해 연도에 자금을 지원하
기 시작하여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연
도(2013년의 경우, 2013.1.1

2013.12.31에 신청자금의 40% 이상을 융자

받고 남은 2년 동안 나 지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년도에 남은
자금을 다 신청하 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40% 이상 대출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 당해에 전체 대출금액 규모를 축소하여 40% 이상 대출이 가능하게
조정하 지 2) 전체 사업규모는 유지하되 자부담 포함분을 확대함
으로써 40% 이상 대출을 하게 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

이 조정이 어려 서 사업계획 변경 없이

해에 40% 미만을 대출하

게 되면 이는 사업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 니다.
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 취소되며 더 이상 해당
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서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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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수산업자신용보 기금(농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
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
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
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하나, 기
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 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
에 종사할

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춘 자여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
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한다.
(※ 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이용시 보증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 무 포함)을 연체중인 자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법인 대표
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③ 과거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 및 그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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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자
④ 농신보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사업자금

유의사항

이

제한 대상이 , 기

전
지침에서

의

수를

하지

한

전

은 사항은

대
계

는
과

의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외인당 보증한도

1
)
1
)

5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핸드북

농신보 심의회가 농림수산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내까지 보증 가능
(신보, 기술신보 보증금액 포함)

에

Q&A

. 농신보 보 지원 Q&A

Q57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융자 시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5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규정상 후계농업경영인은

일반보증한도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선도농 우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무엇입니까?
A58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
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
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
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보증 지원
가능 여부

신용보증 법 상 농신보 보증대상자
등의

보증가능

등)

·

·

보증가능

등

Q59 농신보의 보증 종류는 어

이 있습니까?

A59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편익 제공 및 정부정책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어업인에게 지
원되는 일반보증, 정부 정책관련 보증으로 우대보증과 특례보증이 있
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선도농 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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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선도농 우대보증

주요내용

- 농업 후계자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예시 : 후계농어업인, 전업농, 농업종합자금 등
- 일반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1억 원까지 간이신용조사방법을 통해 보증지원
결정

취급기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소요예상

약 3일

비서류

조합원확인서 등 보증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서류(농지원부, 어업면허장, 영농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정부정책보증별 대상자 확인서류

Q60 농신보 이용 절차는 무엇입니까?
A60 농신보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61 현재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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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리고 선정된다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

Q&A

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61 후계농 사업은 자가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대표이사로 재

직 중인 영농조합과 품목 등을 달리하여 별도로 경영하는 경우에 한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다음 농신보 지원 여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

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어야 하며(「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에서 규정한 1천㎡ 농지경영, 1년에 90

일 이상 영농 종사 등) 개인의 영농사업이 아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영

농조합법인에 농신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2 후계농업경영인육 사업의 대출자금은 개인당 2 원 한도인
데, 2 원까지 대출되지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6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농
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

되고 있어, 실제 대출규모는 2억 원까지 이 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를 통해 우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보증한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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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 자금지원 관련 기

Q&A

Q63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7년간 지원한다는

은무

의미입

니까?

A63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7년이 경과되면 후계농 지원제
도에서 일반 농업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융

자금 상환 마무리 전까지는 관리 필요). 즉 7년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특별 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64 사업추진 기간은

마 동 입니까?

A6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당해 연도(1.1

12.31)가 기본적인

사업추진 기간입니다. 다만 1차 년도에 사업량의 40% 이상 추진할 경
우에 한해서 총 3년간 2억 원 범위 내에서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Q65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때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사업추진확인서

무엇입니까?

A65 사업추진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
급합니다. 사업추진확인서는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이전에 자금지원이
먼저 필요한 경우 현재시점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매계약
서, 온라인 입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

Q66 후계농 자금지원 대상 중 종자

어

의미입니까?

A66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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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기 위해 가

Q&A

로

·버 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하며, 영양체에는 묘목(옮

어린 나무), 종근 등이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종

돈, 종계 등이 포함되는데, 종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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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는 한·미, 한·중

A 등 시장 개방 가

속화 및 농산물 생산, 유통,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전 적 대 이 가
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스마트 경영 및 과학영농, 국·내외
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및 체

2 13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지원을 실시한다.

부내용

교육대상 및 인원 : 예비·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등 1,400명
규모
교육과정 : 총 3개 과정 운영(경영교육, 국내연수, 국외연수)

경영 육 지침, 경영,
수
외 수 해외

계, 세
전

지

2 3

수
1

과 , 1,1

과 ,2
이

과 ,1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시·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인원·예산은 변경(증·감)될 수 있음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
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이
수함으로써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후에 자금을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 받으면 후
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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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교육지원 업무 및

영체계

기관

주요업무
교육운영 총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교육기관 사업비 정산 및 지급
교육 대상자 모집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관리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예산 집행, 교육생 관리 등

관

장실습교육(

r

r i g,

)

개

현장실습교육( PL)은 이론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
진농업기술을 실습중심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전국 67개 대표실
습장과 연계하여 실습장별로 특화된 전문실습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실습교육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장실습교육을

한전 기

- 선진농업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습

및

증대

화

이기 위해 선도농업인의 전문기술과

우 등 현장의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

심노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함.
② 실습형

장중

교육체계 구축

- 품목별 실습장 네트워크 구축 및 실습형 현장교육 과정 개발
- 교육내용 : 각 현장 실습장에서 자체 개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수요자(품목단체 등)

형 프로그램 중 농정원의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수요자 중 의
- 농업인의 수요에

교육

영

춘 주문형 농업교육 운영

- 교육이 필요한 농업인(단체)에게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주문 받아서 교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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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교육생 구성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역량과
교육목적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 교육비 자부담 납부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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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반드시 교육을
까?

Q&A

12. 교육지원 Q&A

어야 합니

A67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직무/경영 분야에 있어서 2013년부터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직무/경영교육을 이수하
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수 한
후 자금을 수령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
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직무교육)하거나,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
수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Q68 후계농 대상

내외

수

로

은어

과정입니까?

A68 국내연수과정은 양계, 양돈, 한우, 원예, 과수, 특작부문을 대상
으로 전국 대표 실습장, 또는 지역품목실습장에서 1주일 동안 실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국외연수과정은 약 100여명을 선발하여 유 , 한중
일, 호주 등의 국가의 선진농장 등을 방문하여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3년 내 경영교육 이수자에 한해 국내외 연수과정 참여자격을 부
여하니, 연수 프로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에 먼저 경영교육을 이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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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
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시
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
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의 전·유용, 사
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서 관리한다. 만약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컨설팅업
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사업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며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
여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 융자금 회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시

장을 확인한다.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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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
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선정 이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 되
사업계

대비 사업연도별

실적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
구)
③ 시·군·구의 사업계
하여

변경

인을 받지

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

한 경우

④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⑤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⑥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
사업에 지장이

리에 있는

에서의

일· 주

무 등 후계농

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여 판단
⑧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때는

시 사업을 취 하고 지원자금 상환

지원자금 회수

고 인정

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 만, 무 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가능한

이 확실

한 경우 15일 이내)
-

만,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경우 사업취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하여 시정할

을

보 후 이를 이 하지

니할

등조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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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

만,

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 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
유를

기하여 당

·사 ·신

등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 사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 록
가 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
·기

사업을 계속할 수

서

보

는 경우

경우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
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
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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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9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

니까?

Q&A

2. 이행점검 Q&A

A69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시·군·구에서

는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시·군·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 추
진일정에 맞

후계농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

입니다. 이때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다른 용도로 전·유용되었는지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매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Q70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는 어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70 해당 시·군·구의 농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업무 분장에 따라 발급처가 상이
할 수 있으니 농정부서에 문의한 후에 발급받는 것이

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지원자금 상환완료일)이 경과한 후계농도 발급요청일 현
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영농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상환

이 완료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71 영농종사지

주 등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후계농업경영

인의 사후관리는 어 에서 하게 됩니까?

A71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부서에서 후계농업경영
인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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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72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업조건은 무엇입니

까?

A72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자 대상자 선정 당해연도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자금을 40% 미

만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
소되고,

후 3년 동안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

다.

Q73 사업기간 동

반드시 경영 지

경영장부를

해야 합니

까?

A73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익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서식은 후
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3, 4호 양식 또는 Agri

u.n t의 생

산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Q74 농업경영정보 등 은 언제 해야 합니까?
A74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을 첨부하도
록 하고 있으나, 농업 기반이 없고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예
정자로 분류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농업인의 자격을 얻어 등록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등록이 원칙이지만, 선정 후 등록도 가능
하며,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농업을 창업한 시점에 하면 됩니다.

Q75 부모나

편 등과 공동 대를

한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

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75 부모 등과 공동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후계농 본인이 별도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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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영체가 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경영정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76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을 지원해

니까?

가나 지자체에서 경영 설

A76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
의 분담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후계농의 경우 사업지원 우선선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67

3. 이행점검

용 방법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일반적인 사후관리 외에도 이행점검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행점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의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한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
다.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 을 때에는 관련기관
(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한다.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
하기 전의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한 후의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
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
출취급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해야 한다.

사업내용의 변경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금액을 변경할 시에는 당해연도
에 한해서만, 사업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추진기간 동안만 가능하
다. (※ 사업신청 당시 자금대출 계획을 제출하 으나, 이후 시군구의 사업계
획 변경승인을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거치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자격을 유
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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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후계농업경영인의 도 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하여 사업목적외
사용한 농업인은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융자금으
로 구입한 농지를 매도하 더라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여 영농이 가능한데도
사업취소 및 대출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인력 손실이 우
려되므로 농지 일부를 매도하 더라도 융자금으로 구입한 다른 농지를 보유
하고 있어서 영농이 가능하다고 시·군·구가 판단할 경우는 부당사용에 해
당하는 대출금만 회수한다. (다만 영농규모가 지원 당시보다 현저하게 축소되
어서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불투명한 농업인은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
한편, 매도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전액상환하거나 대체 토지를 매입한 후 시·
군·구에서 사업장소의 이전을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라면 처분대상에
서 제외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계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
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
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
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
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 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
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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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승계한 후일지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 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
배될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대해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

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한다. (대출취급기관의 여
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시·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
급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을 요청받 을 때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현지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
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이외에도 후계농업경영
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화한다.

그리하여 사업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이라면, 추가적으로 영
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부 우수 후계농업
경영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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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법 Q&A

Q77 자금을 지원받은 다

부가

위로

지거나,

하게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77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Q&A

4. 이행점검

은 부당

제 4호

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는 제14조 제3항 부당사용 사유에 따라서 ① 후계농 사업 취소 ② 지원
자금 회수 ③ 1~5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받게 됩니다.

Q78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입한 농지를

도한 경우 어

조치가

니까?

A78 자금을 융자받은 이후 상환 기일 전에 사업장을 매매하거나 지
원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 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입 농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우선 융자금 회수와 사업취소의 조치가 취해지며, 농정심의회 또는 후
계농심사위원회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례에 해당될 때는 별개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시·군·구에 사업계획변경서를 승인받고 ② 매도한 자금으로 대
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체 토지를 매입 후 , ③ 시·군·구에서 사
업장소 이전승인을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자체 공공사업으로 인해 구입농지를 부
득이하게 매도하고,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변
경 신청·승인 후 해당 금액 전액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어 다면 사업이 취소되고, 잔여 융자금도 회수됩니다.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매도 다 하더라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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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농이 가능한 상황이며, 시·군·구에서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면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대출금만 회수합니다. 다만, 영농규모가
지원 당시보다 현저하게 축소되어 더 이상 영농종사가 불투명한 농업
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되고 대출금 또한 회수됩니다.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정부 및 지자
체에 매입된 경우, 융자금 일시회수로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
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 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
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정상 상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79

인을 받지

고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A79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한
다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하 다면 사업취소 요
건에 해당됩니다.

Q80 사업취소로 인한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A80 이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
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81 행정상의

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3년간 제한이 적용

됩니까?

A81 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진 포기는 3년간 제한을 받지만, 공공사업
으로 인해 토지가 정부 혹은 지자체에 매입되어 후계농 사업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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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82

정

에 대해 자금을 이미 지원받 는데 이후에 다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A82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3
년도에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경우, 2013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가 승인된 다음 다른 작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금액(융자금) 변경은 사업신청년도에만 가능하며, 2013년도에 선
정된 후계농이 2014년도에 작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금액 범
위 내에서만 작목변경이 가능하고 금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유사사례

Q
규

2 12 에 후계농으로 선정되 습니 . 2 13
중 천만 원을 대출한 상태입니 .

3월

재 전체 2억 원의 사업

지 1.3억 원의 자금 대출을

기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

A

사업신청금액 변경은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대출규모를 1.3억원으로 조정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① 사업기간 연장 시점(2013년 6월)까지 신청금액의 40%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대출(추가대출 1천만 원) 받아서 3년 동안(12~15년) 2억 원의 자금을
분할 대출 받거나 ② 사업포기를 통해 7천만 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Q83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에도 대학에 편입할 수 있나
요?

A83 대학 편입이 농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농업계대학, 대
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반면,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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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대학 진학(편입)이 영농에 영 을 주는지 여부는 통
학거리 및 주간출석일수 등을 고려(예를 들어 주중 2일 이상 출석일 경우

는 불가능, 주말포함 2일 또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는 가능)하여 지자체 담당

자가 판단합니다.

Q84 후계농업경영인도 사업 계가 가능합니까?
A84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후
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
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가 이 어진 경우
관계기관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갖
추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 다고 판
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
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 융자
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신해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

건은 사망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
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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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관련서식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명)

이영농

업

청
내
용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031-000-0000

OO도 OO군 OO읍 OO리

영농(림)
종사경력

3년

영농교육

사업명
신

서(신규 , 농업인 )

1) 쌀농업 미래 심 지도자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지이용계획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
까지 기재)

OO도 OO군 OO읍 OO리
OO 번지

청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계

사업비
(천 원)

국고계

보조

2) 100,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OO 지구
지방비

자부담

융자

20,000

80,000

20,000

3) 농지확보 759,00 ㎡ (구입 9,900 ㎡, 임대 66,000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자 이영농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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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1) 자신의 경작품목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가능한

은 교육을 기입하는 것이

다.

교육일수, 시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고, 확인서를 미리 받을 것.
2) 총 사업비와 대출 필요자금 설정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을 미리 방문할 것.
3) 담보여 과 신용도를 체 해서 가능 확인 도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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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계

서

.
1. 일반현황
성 명

이영농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경영주인
농업인

주소

농장명

00농장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000000 - 0000000

기 재 생

마을 이 : 00마을
(

-

) OO (시·도) OO (시·군·구) OO (읍·면·동)

실제 거주지

OO

(리·통)

(번지)

마을 이 : 00마을
전화번호

031-000-0000

스번호

휴대전화

000-000-0000

전자우편

arm r mail.n t

현재 사실에 준해서 정확히 기입

2. 농작물 생산
농지소재지
일련
번호 시
도
o
o
도

시
군
구

읍
면

o
o
군

o
o
면

지목

농지면적(㎡)
경영
형태
재배
미이용
(자경/
품목
리
실제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임차)
동
관리
휴경 경
o
o
리

111

전

임차

전
자경
2,555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창고
시설현황
(㎡/동)

비사

재배면적
(㎡)
노지

시설

실제
수확면적 수
(㎡)

1,555

1,555

양송이 1,000

1,000

사업계획서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온실

비 하우스

버 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균상면적50평
X3 150평

3평/1대

6/1

육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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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기자재 현황

해당되는 내용만 사실에 준하여 기입한다.

트랙터

경운기

이 기

1

1

1

차량

농기자재
(대)

터

1

1

스 드로더

방제기

SS기

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비료 포기

집초기

파종기

M
배합기

1

1

기

포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인

액비
제조기

해당되는 내용만 사실에 준하여 기입한다.

가축 사육시설 소재
일련
번호

시
도
o
o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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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o
o
군

공부상
면적
(㎡)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111 대지 1,000

축사

자가

한우

읍
면

리
지번 지목
동

o
o
면

o
o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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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형태 축사 면적
(자영·수 )
(㎡)

자영

1,000

6. 가축 사육규모

해당되는 내용만 사실에 준하여 기입한다.
사육
마 수

구분

비육우
한 우

지난해 출하 마 수
성축(
)
(7개월 이상)

자축(
)
(7개월 미만)

3

2

5

평균
납유량( )

번식우
소계

5

육 우
젖 소
지난해 출하 마 수
구분

사육
마 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구분

양돈업

종계업
부화업

종돈업

산란계

지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사육 마 수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사육 마 수

기타 가축

kg
구분
말

면양

노새

사육 마 수

당나귀

토

오소리

사

뉴트리아

개

지 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메추리

천개
천수
천개
천수
kg

천개
천수

산양( 소)

(군)

실용
(일반)

천개
천수

육용계
종오리업
오리 부화업
오리
구분

종
(PS)

관상용조류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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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00 농업마이스터대학

특용작물과 버 전공

2010/03/30-2010/12/31
1학점당 15X23 345시간
1년교육 23학점

00농업기술센터

도시민농업창업과정

2009/01/02-2009/01/31

1주 4시간X4 16시간

자신의 경작품목과 관련된 교육을 최대한 기입한다.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1555

10,000,000

농업경영자금
00군 00면 00리
(상호금융단기농
111
사대출)

정부 보조금
(원)

정부 융자금
(원)
10,000,000

현재 상환진행중인 사업자금에 관한 것만 기입한다.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

이영농

무농약 농산물

00군 00면 00리 000-0

85,000

*인증서 사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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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품목
버

인증번호
00-3-016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준해서 기입한다.

. 사업계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창업동기와 선택 품목의 배경, 현재 진행중인 재배 프로그램,
향후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지원사업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가급적 최대한 수치화하여 기재한다.
ex. 양송이 버섯은 외식산업 발전과 웰빙 열풍에 힘입어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으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꾸준히 학습을 해
오며 재배현장에 접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산수량 감소와 품질저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
배사의 공간 체적량을 조절하고 버섯 생육시기에 따른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출 경우, 고품질 다수확이 가
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배사를 신축하고 설비를 보완해 과학적인 생산체
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신규 투자가 필요한 배경과 투자 이후에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
창업 당해연도의 목표, 이후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실무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기술한다.
ex. 단일 품목으로 연도별 확장계획을 갖고, 안정화 이후 품목을 늘려갈 것입니다 …
(시장 상황과 마케팅, 홍보-판매에 대한 가능성과 계획, 작목반 등 조직과의 연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
술한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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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조달계획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사업내용

비용

재배사 신축

25,000,000 X 4동

전기공사

12,000,000

트리트 타설

13,000,000

재

및 인건비

합계

600,000,000

10,000,000

부대시설

5,000,000

사무실 및 작업실(30평)

4,000,000

일반창고 및 저온창고(00평)

6,000,000

재배사 앞 비가림 시설(00평)

5,000,000

자부담 내역

200,000,000

10,000,000

저축액

10,000,000

총 사업비용

90,000,000

5. 사업비 투자계획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분야별로 투입계획을 기록한다.
세 부
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계

사
계

국고

90

업

비(백만원)

지방비

융자

자부담

70

10

10

농지 구입

㎡

30

1000

38

30

4

4

하우스 신축

동

30

4

38

30

4

4

축사 신축

㎡

5

4

14

1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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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월별 계획을 바탕으로 큰틀에서 장기적인 사업내용을 구분해 기록한다.
세부사업명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창업 1년차
1/4

2/4

2년차

3/4

4/4

1/4

2/4

3/4

4/4

4월
하순
5월
중순
공사
시작

7월
까지
공사
8월 9월
초순 하순
시작 완료

내부공사

11월
10월
초순
초순
1차
시작
완료

외부공사

3월
하순
2차
완료
6월
장마
전

전체 마무리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현재 사업형태와 수입을 정리한 뒤에, 사업비 투자 후 목표수입 등을
계량화, 수치화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현 재
신청자

재배면적

사육두수

(단위 : 평, 마리, 만원)
사업비 투자(준공)후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2,700

수도작

900

6,000

화

450

자가소비

한 우

200

6,000

지

300

자가소비

2,700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960

10,000

4,500

450

자가소비

사육두수

260

10,000

300

자가소비

4,500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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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거나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도 좋다.
(1) 제품(상품)의 내용

ex. 줄기는 가늘고 갓이 두꺼우며 정단부가 둥글고 아름다운 양송이 버섯의 무농약 재배상품. 건강식품으
로 호텔의 고급요리와 전문 외식업체의 식재료로 사용됨은 물론 일반가정에서도 구입이 늘고 있는 추
세이다.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ex.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상황에 따라서 항암작용, 고혈압 강하작용,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다는 양송
이버섯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수요는 계속 증가할 추세이고, 대일본 수출 등의
전망도 좋은 상품임.
(3) 기술현황

ex. 사계절 변화가 명확한 환경이 버섯재배에 어려운 조건이므로 온습도와 기압의 차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 생육과정의 차별적 관리를 위한 재배사 확장이 필요하고 다수확을 위한
기술을 전수받고 있음.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ex. 농업마이스터대학 특작과 버섯전공을 다니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 각종 현장실습을 통해 버섯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있음. 향후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한 농법과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병행할 예정.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기입한다.
(2) 판매 경로 및 방법
가락동농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도매시장의 거래비율과 직거래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제시한다.
판매시스템
- 도매시장 판매
- 인터넷 직거래
- 기업체 납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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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재배 품목 확대 OO 품목, XX 품목

추진
목표

거래처 확대 : 기업체 납품, 해외수출
XX 품목 재배기술 습득

추진
전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
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 수지 전망
구분

연도별 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확인자 : 소속

월

일

신청자 :

이영농

(인)

직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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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2

서

1. 신청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

)
-

소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신청내용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합계
계

보조

지방비

자담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융 자 금 현 황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자신의 예금기록과 일치해야 하고 현재 대출중인 자금을 모두 기록한다.

3. 담보물(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반드시 금융기관에 문의한 후 담보가치 설정금액을 기입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 기록함)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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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면적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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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의 예상 평가액
관계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신청자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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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시작하기 전에
1. 이 책의 구성
2. 농업인력 육성의 개요

1

후계농업경영인

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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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개요

1. 2013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시행요령과
새롭게 달라진 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란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
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
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하고자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한 성장단계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추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개요
목 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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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 성장을 통한 정예농업인력 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자
영농 규모화 기반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연리3%, 5년 거치 10년 상환 1인당 2억원 한도

1인당 지원 한도 확대
(8천만원 → 2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핸드북

※ 2013년 사업일정 ①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4.30까지) → ②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5.10까지) →
③ 시도 : 평가의뢰(5.24까지) → ④ 평가기관
평가실시(5.24~6.20까지) → ⑤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6.24까지) →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6.24) → ⑦ 시도 : 선정결과 보고(6.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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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절차, 평가

1. 사업대상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란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
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
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를 말한다.
신청자 구비서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부,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 자
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유의사항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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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
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④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
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⑥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⑦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⑧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근무자
는 상근 유무에 상관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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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절차 방법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
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
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면 시·군·구에서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표>(별표1 참조)에 의거해 평가
를 실시하고 서면평가 결과를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
여 점수가 높은 순(60점 이상)으로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
천한다.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에 앞서 농림
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실시 등
을 통해 대출부적격자를 제외 조치한다. 그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의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 시 결격사
유 검토 및 추가지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시·군 단위 심사위원회에 상
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시도에 보고
한다.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하며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
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다만, 농업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본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결과를 취합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
기 위한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단위 추천대상자
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도별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해 전문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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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명단과 신청서류를 송부하여 평가 의뢰한다. 그러면 전문평가기
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 명단의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시·도 단
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서식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시·군·구에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
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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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신청절차, 평가 Q&A

Q85 후계농과 우수 후계농업인경영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85 현재 영농에 종사하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
과한 농업인이라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년 경과 후,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3%의 이자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참고하시거나, 지자체 담당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Q86 우수 후계농업인경영인의 신청절차는 무엇입니까?
A86 ① 사업대상자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 우수후계농업경
영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② 시·군·구는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위한 시·군·구 단위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시·군·구 및 농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에 앞서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 제20조, 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
를 실시하여 대출 부적격자를 제외합니다. ③ 시·군·구는 단위 심사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추천순위를 결정한 후 인원
을 시·도에 보고합니다. ④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추천대상자
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고합니다. 다
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 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
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의 결과를 취합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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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정책

1. 자금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 완료 시점까지 2억 원 한도에서 개인의 신용과 담보력에 따라 차
등 지원한다. 이 외 자금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은 후계농업경영인과 같
다. (1부 후계농업경영인 2장 정책지원 참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이 창업기반
조성비용, 컨설팅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수 후계농
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운영자금과 교육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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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신청 절차
대상
사업대상자

추진절차
사전융자

사후융자

사업추진계획확인서 신청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신청

시·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2개월 유효)

대출기관

대출신청접수

대출기관

대출심사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 보전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대출기관

대출약정(대출거래 약정서 등 체결)

대출기관

대출금 지급
운전자금(채무자)

시설자금(시설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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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 자금지원 Q&A
Q87 우수 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의 종류 및 발급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A87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
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
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소매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이에 의거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처럼 자금집행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정책자금의 유용
이나 불법, 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업대상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Q88 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88 금융기관 대출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 무입보 신용대출,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따라서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담보가 필요
없지만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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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사사례

Q

대출금으로 농지 등을 구입할 때 대출 취급기관에서 농지를 후취담보로 잡습

니까?

A

그렇습니다. 대출금으로 농지나 축사부지, 시설물 등을 취득할 때 (‘시설자금’

이라 함) 동 물건을 후취담보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Q
A

대출을 받기 위한 적정 담보 가액은 무엇입니까?

대출 취급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해 대출가능금액

을 산출합니다.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액 X 담보인정비율 (예> 후계농의 경우 농지는 평균
80% 인정)
※ 담보 인정비율은 지역별 낙찰가율 등에 의하여 연 2회 변경적용되므로 그때그때 확인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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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이행점검

1. 이행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만약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우수후
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사업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
하며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해야 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해 매년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 융자금 회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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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군에서는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
는 경우 (다만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
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이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이거나 선거 또는 위
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
여 판단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⑥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
⑧ 사업 포기 등으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⑨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우수 후계농업경
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2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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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이행점검 Q&A
Q89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89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식에 의

거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
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
관리하게 됩니다.

Q90 사업취소로 인한 융자금 상환방법은 무엇입니까?
A90 융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지극히 곤란
하다고 시군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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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관련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 장 평 가 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현장평가표는 2013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평가자는 사전에 정해진 ‘현장평가지침서’에 따라, 지정한 농가를 반드시 방문하여 구체적 자료에 근
거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사전에 정해진 ‘현장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시 현장평가표는 무효로 처
리됩니다.

○○○ 시·군·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적정

제품·기술 1. 제품·기술개발 계획이 영농품목을 고려할
개발계획
때 타당한가?

(5)



-

미흡
(3)

-

-

부적정
(0)











-

미흡
(2)

-

-

부적정
(0)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개발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점수 부여

사업
계획
실현
가능
성

적정

자금마련
계획

2.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가능한가?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계획

3.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2)

-

미흡
(1)

-

-

부적정
(0)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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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 해당 농가의 매출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매출
액

품목소
득 평균

99 80%
(4)

79 60%
(3)

59 40%
(2)

39 20%
미만
(1)

없음/
미제출
(0)













평가방법 : 경영장부 등 농업소득 증빙가능 자료를 통해, 해당 농가의 주 생산품목, 토지 대비 생산시설규모, 생산규모, 연간
매출액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품목별 평균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다만,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영농기록 작
5-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성

월
1회
이상
(5)

분기
1회
이상
(4)

반기
1회 이
상
(3)

-

기타
(1)

비관리
/미제출
(0)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기록 작 5-2. 프로그램 또는 엑셀 등 전산을 이용하여
성
관리하고 있는가?

사용
(5)

-

-

-

-

미사용
(0)













평가방법 : PC, S/W, 회계프로그램, 엑셀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5점, 공책 등 장부에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화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 프로그램명(

)

경영 * 경영관리는 5-1항목과 5-2항목을 합산하여 계산
관리
판로
다양화

6-1.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
보하고 있는가?

5개 이
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2)

없음
(0)













평가방법 : 농산물 판매를 위해 판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계약재배

6-2.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계약재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가?

계약재
배
(10)



없음
(0)



평가방법 : 농산물 판매를 위해 판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판로다양화는 6-1항목 또는 6-2항목 중 해당되는 부분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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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여부

7. 자체생산품 중 친환경, GAP, HACCP 등
정부기관 또는 국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품목이 있는가?

있음
(10)

-

-

-

-

없음/
미제출
(0)













있음

-

-

-

-

없음/
미제출
(0)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의 유효기간 확인

전문 인증종류 :
성 보 인증취득일자 :
유
자격증
보유

8-1.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 자격증 보유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브랜드
등록

8-2. 등록된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참여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 대상농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농가개별 또는 공동브랜드를 확인하여 평가
( □개인 □공동

브랜드명 :

)

등록브랜드만 인정되며, 미등록브랜드와 광역브랜드는 인정되지 않음

전문
성보
유

8-3. 농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 실용실안, 상표권 등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 특허, 실용신안, 상표, 품종보호, 디자인, PM 등 독점적 권리 증빙자료 확인 (등록증이나 허가증 등의 유효기간 유의)
지적재산권 보유내역 :
취득일 :
* 8-1 ~ 8-3 항목 중 포함건수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3개
(10점)

-

2개
(5점)

-

1개
(3점)

없음/
미제출(0)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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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후계농업경영인
관련서식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신
청
자

김우수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후계농업인
선정연도

청
내
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
까지 기재)

사업비
(천 원)

055-000-0000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10 년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수분야 2년과정
(2012년 졸업)

영농교육

2007년

분야

사업명
신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경종·축산

대출금액

7,000천원

재배시설 확장 및 종묘 확장사업
농지이용계획
OO도 OO군 OO읍 OO리
OO 번지

계
12,000천원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국고계
70,000

보조

융자
70,000

지방비

자부담

20,000

30,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자 김우수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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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
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자체 경영실태진단보고 1부(별지 제7호 서식)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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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00농장

성
명
(대표자명)

김우수

주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생년월일
(남/여)

개인농장

참여자수

3

1965.00.00

전화번호

( 055 )
000 - 0000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소
사업명

신청내용

농지 및 시설확장

사업
규모

1.2ha

사 업
예정지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사 업 비 (천원)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합계
계
120,000

보조

지방비

자담

융자

70,000

70,000

20,000 30,000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농민은행

보통예금

35

농협

2010.00.00

2013.00.00

20

현재 대출 중인 융자금을 모두 기록한다.

3. 담보물(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농지

55,000

김우수

금융

신청자와 의 예상 평가액
관계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본인

확인 필수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70,000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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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
1. 인적사항
주 소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전화번호

( 055 ) 000 - 0000

사업장
소재지

OO 도 OO군 OO면 OO리 000-0

전화번호

( 055 ) 000 - 0000

성명 또는
명 칭

김우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965.00.00

2. 일반현황( 0000
경영규모

5 월

현재)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1) 자금조달

2008

300,000

300,000

2009

300,000

300,000

2010

50,000

50,000

계

650,000

토지계
부동산
보 유

650,000

논

밭

34,000 ㎡
건물계

과수원

임야

25,000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대지·기타
900

주택

기타

한우사 2동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기타주요
자산보유

자동차 1대, 트랙터 1대, 경운기 1대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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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월별경영수지( 0000
일자

수

1

수입내용

00월분)

입
수량

지
금액(천원)

잔액
(천원)

출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트랙터 유류대

00L

30

사료대금

500kg

100

인건비

2인

150

접대비

3인

50

인건비

1인

80

소모용품

5건

180

2
3
4
5

송아지출하

3마리

6,500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과 출하

100kg

1,6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기료 등

200

31
월계

8,100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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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7,310

4. 3) 경영성과(기간 : 0000.00.00 - 0000.00.00 )
구분

수입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주

산

물

번식우 30두

33,000

부

산

물

사과 0.3ha

9,500

계(A)

42,500

종자(묘)대

000

농약 및 비료대

000

원료구입비

000

전기료 및 유류대

000

기타 제재료비

000

小농구 구입비

000

소가축 구입비

000

인 건 비

000

수 리 비

000

농기계사용료

000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000

토지임차료

000

비 고

지출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00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손익

기타비용

00

계 (B)

10,000

A-B

32,500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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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1) 지원금액이 3천만원(창업(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
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2)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
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
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
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3)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
(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
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
구구입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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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작하기 전에
1. 이 책의 구성
2. 농업인력 육성의 개요

1

후계농업경영인

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부록 •농업교육 정보사이트/유관기관/단체 안내 •온라인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 Agrix 활용법•농가경영장부 이용자 매뉴얼

1장

신청자격 요건과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1. 신청자격 요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란 다음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
상자 중 다음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2014년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①
2013년에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 받은 후,
② 2014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③ 2014년 후계농업경영
인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영농종사를 통해 병역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2013년 6월 배정
7월 명부전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2013년 11~12월 

실제 대출금액의
40% 이상 대출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관할 병무청장에게 제출

신청, 2014년 2월
선정



병역복무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
이 불가하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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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
인 자(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희
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
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
는 자는 신청 가능함)

② 가족 중 동일 시군구에 후계농업경영인 편입자가 있는 사람
※ 가족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 미혼 형제
-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기혼의 형제, 입양 형제
-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 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신청기간과 접수기관, 구비서류는 다
음과 같다.
신청서류

관할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접수기관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기간

매년 6월 중 15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일정 및 기간 변경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 영농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영농기반
증명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학력 증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병무청 확인사항)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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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시·군·구에서는 신청대장을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은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으로 시도에 보고한다. 시도는 다
음 해 신청자 중 입영대상자 소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소요인원을 병무
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정 절차
시·군·
구청장
소요인원
신청

매년 6.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정인원
추천

시·군·
구청장



매년 7.31

후계농업
경영인
접수
매년 11-12
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병무청장



인원
배정

매년 12월



시군구에
배정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즉시

※ 주의!!

배정명부에 없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한 후 배정인원에 배정된 다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해 선정되어
야만 원하는 시기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할 수 있다. 절차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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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월)
2차(6월)

Q&A

3. 신청자격 요건과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Q&A

Q91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과 요건은 무
엇입니까?

A91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

침상의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4년도 산업기능요

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재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

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 야간학
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9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되기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은 무엇입니까?

A92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기간을 사전에 미리 확인한 후, 본 실전핸
드북 115쪽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농정
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관련 일정을 참고하세요.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관련 일정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2013년 6월)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2013년 11-12월) 및 선정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착수 → 실제 대출금액의 40% 이상 대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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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93 부모님의 농장을 기반으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농장부지를 영농기반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93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평가 시,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 존속 소

유분의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본인 소유분은 100%
인정).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하며, 2013 농림사업시행지침서(http://manual.agrix.go.kr)

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확
인된 것에 한합니다.

※ 참고사항 <영농기반 배점>

영농기반(100점)

2.0㏊이상

100점

1.5㏊~2.0㏊미만

80점

1.0㏊~1.5㏊미만

60점

0.5㏊~1.0㏊미만

40점

0.2㏊~0.5㏊미만

20점

Q94 농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때, 학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94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
반조성이 가능한 자로 제한 ▲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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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5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산점이 있습니까?

A95 농업계 대학교·대학·고등학교 졸업자는 ‘학력 및 영농 교육훈
련’ 부문에서 비농업계 학교 졸업자(50점)보다 50점 높은 100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학교 및 학과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

학기간을 영농경력(1년 단위로 20점씩 가산, 1년 미만은 20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발 시,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지만,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

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
천합니다.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춘천
농공고, 강원도주천종합고(11개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종학
력기준으로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 중에서 ▲ 농업계 고등
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예: 서울
시립대 자연과학대학 환경원예학과)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

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를 말합니다.

Q96 현재 친형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저도 같은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96 원칙적으로 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
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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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형제 등 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 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
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 이상 복무하게 될 경우
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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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입과 복무
절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됐더라도 먼저 반
드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다.
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이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된 자
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와 성실종사 서약서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
내에(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군·
구에 통보한다. 시·군·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
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보고
한다. 시·군·구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편입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선정
1차(3월)
2차(6월)

시·군·
구청장



편입
추천

지방병무청장



편입 전 편입요건
실태조사 확인처분

시군구청장



결과
통보

병역의무자


농업분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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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인원배정 및 편입 시 유의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에는 다음 해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학력,
가족관계 등)을 갖추는 사람에 한하여 선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2014

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3년에 선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역종(현
역, 보충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인원배정을 신청하도록 한다. 후계농업

경영인의 선정 취소, 자진 입대 등으로 배정인원을 편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인원배정 당해연도 편입 대상자를 추가선정하거나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배정인원을 반납한다. 편입 대상자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추천하고자 하는 당시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편
입을 추천해야 하며, 영농 사업계획서로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은 가
능하지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경우는 영농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실
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만 편입 가능하다. (관련 근거: 농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병역법 시행령 제81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시·군·구에서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시·구·구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해야 하며, 3개
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때 국내외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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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종사기간 산정방법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
원에 편입된 날부터 기산한다.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
한 휴가, 휴직 및 결근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

복무관리체계
1) 시·군·구

① 산업기능요원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정리 및 관리
② 편입취소사유 등을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통보
③ 복무실태점검 및 점검결과를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

시·군·구 복무실태 점검내용
점검주기

매월 1회 이상

점검방법

불시에 농업 사업장 방문
농업종사 여부

점검사항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점검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 발생 여부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기타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15일
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점검결과 통보

2) 병무청 : 시·군·구의 복무관리실태 등 총괄 관리감독

※ 복무규정 위반사례1

위반내용

축산업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하면서 처가 인근으로 사업장 변경
승인 후 자가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처가에서
인부로 종사함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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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간
행정처분 결과

7개월 17일
- 후계농업경영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 시군구 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 복무규정 위반사례2

위반내용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가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에 부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부가 운영하는 농업용 파이트 제작 공장에서
인부로 종사

위반기간

4개월 2일

행정처분 결과

- 후계농업경영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 시군구 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시에는 농업사업장을 불시
직접 방문하여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시군구청으로 소집(집합)
등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복무실태점검은 복무관리 부실을 초래하
므로, 농업사업장 주변 사람에게 의무자 복무 여부 문의 등 적극적으
로 복무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복무실태점검 결과 복무위반행위 또
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후
속조치를 취한다. 미온적 처리는 복무위반 장기화 또는 양성화를 초래
하므로 유의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취소 대상자 적발 시는 적법절
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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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입과 복무 Q&A

Q97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A97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

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
만,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 및 결근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사 장소는 영농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장으로 명시된 곳이며, 이곳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
해야 합니다.

Q9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98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
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
업장에서 통근가능 거리의 야간 학교, 혹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99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제 농장
에서 생산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관외출장은 가능합니까?

A99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
의 관외출장 활동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소득 사업
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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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에 의
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합니다.

Q100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후 실제 편입시기

는 언제입니까?

A100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서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신청·승인된 실제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시점 이후부터
입니다.(자부담의 경우, 사업계획자금이 40% 이상 투자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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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이행점검

1. 이행점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취소 혹은 융자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
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
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취소 조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는 편입 전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된다. 의무종사기간은 매 4
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3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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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점검 Q&A
Q10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영농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A101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영농 중단시 사업취소가 되어 자금과 이
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농대 졸업생의 경우 6년 이내에 영농
중단시 이미 납부한 이자에 대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합
니다.

Q10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되는 경우는 무엇
입니까?

A10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종사기간 중 연간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
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
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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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군·구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Q10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는 어
떻게 해야 합니까?

A10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적정농지 미확보 등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

인받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장소가 도 경계를 넘지 않는 경우
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Q104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범위는 무엇입니
까?

A104 농한기를 이용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
소득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식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 관
외 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가능한 거리의 타농가에 대한 노임 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서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다만, 병가기간을 제외한 경우, 연간 15일 이내로,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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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Q105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야 합니까?

A105 시·군·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
업기능요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14
일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0일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 이탈 등의 일수가 휴가 일수를 초과한 때 등

Q106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행정처리는 무엇입니까?
A106 시·군·구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병역증 및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제출받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그 전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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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전 핸드북
부록

온라인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 활용법

1. AgriX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란 농림사업의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http://www.
agrix.go.kr)이다. 사업신청에서 정산까지 온라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농업인들은 AgriX를 활용해 정부의 농림사업 내용을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사업비의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AgriX를 활용하면 사업별로 각기 다른 주무관청들을 찾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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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손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AgriX 홈페이
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기만 하면 자신이 신청한 사업의 처리결과는 물
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
내게 맞는 사업을 손쉽게 진단하거나 SMS를 통해 사업관련 정보를 시
시각각 받아보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타부처에 비해 까다롭고 대상자
도 많은 농림사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업신청서 표준화 및
간소화로 실적 정리시간을 단축,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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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riX의 활용법(공통개요)
AgriX 사용환경
① PC사양 (필요최소사양)
- 펜티엄III-700Mhz이상 (권장:펜티엄-IV이상)
- 메모리: 256Mb이상 (권장: 512Mb이상)
- 하드디스크: 10Gb이상 (권장: 30Gb이상)
  화면해상도: 1024×768
② 인터넷 사양
인터넷 익스플로러 6.0 이상

① 접속과 회원가입

인터넷 주소란에 http://www.agrix.go.kr을 입력한다. 회원가입 메뉴
를 클릭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가입에 필요
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가 붙어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
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절차가 끝난다.
②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로그인을 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활용법

로그인을 하면 농림사업검색, 농림사업정보, 농림사업도우미, 열린마
당, AgriX 홍보관 등의 메인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농림사업검색 : 농산, 수산, 축산, 임업, 농지, 유통, 교육, 친환경, 농업

용수, 시설장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으며, 사업특성별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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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림사업지침서와 직불금 미리계산해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사업정보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제의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다.
•농림사업도우미 : 농림사업법규, 농림사업 통계정보, AgriX 사용설명,

자주 묻는 질문, 운영지원센터 등 농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빠르고 알기 쉽게 도와준다.
• 열린마당 : 농림축산식품부 새소식, 사업정책자료 등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AgriX 홍보관 : AgriX 홍보관은 AgriX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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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riX의 활용법(상세)
① 인증서 발급 - 공무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www.gpki.go.kr)로 접속해서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① 행정전자서명(GPKI)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인증 방식이며 G4C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원부 조회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② AgriX를 사용하시는 공무원은 GPKI인증서가 있어야 AgriX내 <농림사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GPKI 인증 방식 외에 일반인을 위한 NPKI 인증 방식과 일부 시스템의 ID/PW
인증 방식이 있으며 자세한 사용자별 인증방법은 본문의 “1. AgriX 기본 사용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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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행정전자서명(GPKI)는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등록기관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
청하면, 등록기관 담당자가 신원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발급안내 메일
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메일을 참조하여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우측의 ‘인증관련 담당
자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각 시군구별 등록기관 담당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농림사업 업무처리창구(공무원용) 들어가기
❶ 인터넷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를 클릭하신후 http://www.agrix.
go.kr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AgriX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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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업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좌측 중간부분의 <농림사업업무처리창구> 바로가
기를 클릭하면 <농림사업관리 시스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신규 담당자 신청방법

❶ AgriX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 업무처리창구>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신규
담당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담당자’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여부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인증서(GPKI, NPKI)는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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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인증서가 뜨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특히 개인이 속한 기관
명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에, 기관명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의 기관
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등록되어 있는 목록에서 본인의 소속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❸ ‘사업명 선택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매일 1회 승인) AgriX 운영지원센
터에서는 매일 오전 승인요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에 승인 처리합니다.
신규담당자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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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신규담당자 신청이 완료된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완료 후) <농림사업 업무처리
창구(공무원용)> 첫 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PC에 저장되
어 있는 인증서가 나타나고, 암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④ 사용자별 메뉴 기능 구성도
각 사용자별 AgriX 의 구체적인 메뉴 기능은 다음과 같다.
메뉴

시군

사업진행관리
신청관리
사업비관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확정관리
- 정산마감관리

- 정산마감관리

- 신청/선정관리
- 신청/선정 결과보고
- 융자/상환관리

사후관리

- 후계농 관리
- 부정당사업대상자관리

정산관리

- 정산등록조회
- 정산정보등록
- 사업현황통계
- 신청정보상세조회

사업현황
통계/보고서

- 통계/보고서 조회

사업참조정보

- 대상자 사업이력조회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조회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검증

커뮤니티

- 업무게시판
- 업무담당자에게바란다
- SMS발송

※ 각 메뉴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지침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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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장부 이용자 매뉴얼
(간편장부)

1. 농가경영장부의 개요
농가 경영장부란 농업 회계장부, 혹은 영농일지라고도 할 수 있다. 경
영장부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년 동안 농업경영활동을 통한 결
과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해에 좀 더 발전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농가 경영장부 기록을 잘 하려면
① 가정지출과 농장지출의 구분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과 농장경영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자녀 교육비와 농장운영의 유류비가 뒤섞여 있어서 지출이
라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잡힌다면 지출요인 분석에 혼란을 초래한다.

② 자산지출과 비용지출의 구분

자산구입을 위한 지출과 비용을 위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돈이 지출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자산구입은 현금이 지출되고 대신 자산이라는 다른 형태로
남는 것이고, 비용은 지출되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1년 정도의 특정 시
간 안에 사라지는 비료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자산
은 구입해서 1년 이상 사용하며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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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상 유형자산 목록
- 토지 : 영업활동의 목적을 위해 보유한 대지, 전답, 임야 등(다만, 임대는 제외)
- 건물 : 통상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 건물에 부속되는 냉난방시설, 전
기, 통신 및 기타 부속설비 포함
- 구축물 :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도량, 도로, 퇴비장, 울타리
등)

- 기계장치 : 농업용기계, 운송설비와 기타 부속설비
- 차량운반구 : 승용차, 경운기, 트럭 등
- 공구 및 비품 : 농기구 및 공구, 컴퓨터 등의 비품

③ 생산지출과 판매지출의 구분

생산지출과 판매지출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아니
면 농산물이 생산된 이후에 판매, 또는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
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판매 지출의 예로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지 않은 사무실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되며 생산물을 택
배, 운송 등을 통해 보내는 경우 등이다.

④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인건비는
작업을 위해 고용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그 때 그 때 고용한 일
용직의 일당이다.
재료비와 경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물이 늘어날수록 그와 비례해
서 같이 늘어나는가이다. 이를테면, 전기료, 난방비 등 생산에 필요하
지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은 경비다. 반면 종자, 작물보호제,
비료, 묘종, 상토, 화분 등 생산물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야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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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은 재료다. 이렇게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게 되면 지출관
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영활동과 계정과목

계정과목이란 지출에 사용되는 비용의 종류를 같은 목적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지출할 때마다 그 목록을 다 적
는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한다.
보통 다음의 표와 같이 계정과목을 구분해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용
이하다.

단계

주요 회계용어

내용설명

1

경영체

2

자본, 부채

3

유형자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비한 설비와 환경

4

생산원가

상품생산을 위해 유형자산을 통하여 투입되는
원재료, 인력, 각종 경비

5

재고자산

판매할 수 있는 상품

6

판관비

상품을 현금화하기 위한 판매 및 관리활동

7

순이익

상품매출을 통한 순이익

화훼 매출 순익

8

영업외 수익

주 상품판매 이외의 수익

아르바이트,
잡수익

9

영업외 비용

주 상품판매 이외의 비용

이자비용 등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영체
사업자금의 원천

예시
화훼농장
자기자본,
영농자금 대출금
비닐하우스
묘종, 상토, 화분,
인건비, 각종 경비
생산물(꽃 화분)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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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경영장부 이용자 매뉴얼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❶ 가장 쉽게 농가경영장부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옥답’을 입력하는 것이다.

❷ 이제 옥답 사이트로 이동하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농가경영장부를 클
릭한다.

❸ 농가경영장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농가경영장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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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농가경영장부는 옥답사이트와는 별도로 회원가입 후 사용하는 페이지이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회
원가입부터 한다.

❺ 회원가입 후 다시 로그인 페이지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
다.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농가경영장부 메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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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❶ 회계관리메뉴에서 ‘간편장부’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❷ 아래와 같이 영수증번호, 날짜, 거래처 등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등록버튼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리스트에 내용이 보여진다.

❸ 회계관리 > 간편통계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장부에 입력된 내용을 여러 가지 통
계화면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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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 Tip
① 거래처: ‘회계관리 - 간편장부 -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면 본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계정구분 - 지출, 수입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③ 상세계정 - 지출, 수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계정이 나타나
며, 지출 및 수입의 목적에 따라 구분값을 선택한다.
④ 내용 - ‘환경설정 - 지출’ 또는 ‘환경설정 - 수입’에서 등록한 계정명을 선택
할 수 있다.
⑤ 지급형태 - ‘환경설정 - 공통’에 등록한 지급형태가 나타나며 보통 현금, 카드
등을 등록하고 선택해 활용한다.
⑥ 리스트에 입력된 내용은 수정, 삭제 버튼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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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 정보사이트
유관기관/단체 안내
농업경영 유관기관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www.mifaff.go.kr

농촌진흥청

031-299-2200(야간 2500)

www.rd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124

www.naqs.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www.qia.go.kr

국립종자원

031-467-0111~5

www.seed.go.kr

농식품공무원교육원

031-299-0010

www.ati.go.kr

한국농어촌공사

031-420-3114

www.ekr.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114

www.at.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

www.krei.re.kr

축산물품질평가원

031-390-5500

www.ekape.or.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031-420-6700

www.ipet.re.kr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031-390-5200

www.ihaccp.or.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31-460-8888

www.epis.or.k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http://agri.na.go.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100

www.efact.or.kr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14

www.kfri.re.kr

국립농업과학원

031-290-0114

www.naas.go.kr

국립식량과학원

031-290-6600

www.nics.go.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

031-240-3500

www.nihhs.go.kr

국립축산과학원

031-290-1500

www.nias.go.kr

한국양계연구소

02-458-0752

www.koreanpoul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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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지도기관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경기도 농업기술원

031-229-6114

www.nongup.gyeonggi.kr

강원도 농업기술원

033-254-7901~4

www.ares.gangwon.kr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043-220-5555

www.ares.chungbuk.kr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041-330-6200

www.cnnonup.net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063-290-6000

www.jbares.go.kr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061-330-2600

www.jares.go.kr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053-320-0200

www.gba.go.kr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055-771-6114

www.knrda.go.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064-760-7213

www.agri.jeju.kr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02-459-8992

http://agro.seoul.go.kr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51-972-0491~2

http://nongup.busan.go.kr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53-980-3800

www.daegu.go.kr/rural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32-427-5959

http://agro.incheon.go.kr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62-613-5260

http://agri.gjcity.net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42-935-5959

www.daejeon.go.kr/farmtech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52-247-8301~3

http://atc.ulsan.go.kr

귀농귀촌 관련기관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1577-9597

www.returnfarm.com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031-883-8272

www.yeoju.ac.kr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041-580-5515~8

www.uiturn.com

(사)전국귀농운동본부

031-408-4080

www.refa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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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련 기관
기관

전화번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02-3775-6700

www.moaf.or.kr

농협중앙회

02-2080-5114

www.nonghyup.com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114

www.nfcf.or.kr

낙농진흥회

02-6007-5500

www.dairy.or.kr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2-2080-3488

www.nongshinbo.com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사이트(홈페이지)

농업기술 관련정보
기관
원클릭농업기술

031-299-2200

http://oneclick.rda.go.kr

작물정보센터

031-290-6600

www.nics.go.kr/
cropwebzine/

농약관리시스템

031-299-2600

epmso.rda.go.kr

농기계 종합 정보시스템

031-290-1933

www.naas.go.kr/total_infosys

유기농정보센터

031-290-0562

www.naas.go.kr/organic/

농업경영정보시스템

031-299-2303

http://amis.rda.go.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100

www.efact.or.kr

농업환경 정보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농업기상정보서비스

031-290-0714

http://weather.rda.go.kr

한국토양정보시스템

1544-2472

soil.rda.go.kr

농업환경자원정보시스템

031-290-0353

soil.rda.go.kr

농작물 병·해충·잡초정보

031-290-0417

www.naas.go.kr/pisys/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한국의곤충자원

031-290-8475

www.gene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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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도, 생활정보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한국농수산대학

031-229-5114

www.af.ac.kr

농어업인력포털

031-460-8923

www.agriedu.net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031-290-6900

hrd.rda.go.kr

사이버 농업과학관

031-299-2458

www.rda.go.kr/aeh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031-290-1938

farmer.rda.go.kr

농촌생활정보

031-299-2672

http://www.rda.go.kr/
농업정보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031-299-2295

http://www.rda.go.kr/itcc

연구전문 정보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농업과학도서관

031-299-2380

http://lib.rda.go.kr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031-299-2200(야간 2500)
1544-8572

http://atis.rda.go.kr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031-299-1800

www.gene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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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두레생협연합

02-3283-7290

www.dure.coop

생활개선중앙회

031-299-2683~4

www.rwlf.co.kr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02-324-5488

www.co-op.or.kr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2-2068-0140~3

www.woorinong.net

전국농민회총연맹

02-529-6347

www.ijunnong.net

전국농업기술자협회

02-794-7270

www.kafarmer.or.kr

전국새농민회

02-2080-5611

www.saenongmin.or.kr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82-3326

www.kwpa.or.kr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www.kfmp.or.kr

한국4H본부

02-428-0451

www.korea4-h.or.kr

한국가톨릭농민회

02-278-6495, 1544-3740

www.ccfm.or.kr

한국농선회

02-584-8291

www.nongsun.or.kr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02-3401-6543

www.kaff.or.kr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02-6300-8391

www.aceo.or.kr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031-292-4911

www.korlca.or.kr

한국불교선농회

042-523-6044,
042-531-0026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0505-852-1313

www.kfarms.or.kr

icoop생협사업연합회

031-2181-7900

www.icoop.or.kr

한국신지식농업인회

02-403-3504

www.farmig.com/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02-3401-9204

www.waff.or.kr

대산농촌문화재단

02-922-1600

www.d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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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광정보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031-2992678~9

www.go2vil.org/
go2vil_09

농촌어메니티정보시스템

031-290-0265

http://rural.rda.go.kr

농촌진흥청 어린이체험관

031-299-2200
(야간 2500)

www.rda.go.kr/children

농업/농촌 정책
기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

www.krei.re.kr

농업경영연구원

02-2266-8870

www.abi.re.kr

국제농업개발원

02-410-6881

www.iadi.or.kr

농정연구센터

02-585-7790

www.farp.info

(사)세계농정연구원

031-389-1445~6

www.gapi.re.kr

GS&j인스티튜트

02-3463-7624

www.gsn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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