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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What?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귀리입니다.

●

Who?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 보고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귀리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2020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How?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 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2020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20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	해당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해당 FTA 발효일(‘15.1.1.) 이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https://mafra.go.kr/mafra/index.do)
- FTA이행지원센터(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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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
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즉,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임금·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 결과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표지에 안내된 신청기간(2021. 6. 16. ~ 7. 16.)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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