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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유통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내 농업 자립기반 조성 국내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방향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윤리경영소통과 혁신

중점 추진과제

경영관리

aT가 고객님들과 함께 이룬 성과

비관리품목(41개) 공사관리품목(12개)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채소류 수급인정 ['17년 소비자물가지수 월 편차] 유통효율화 (유통비용 절감액)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식품기업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

15.0

80억달러

9,571억원

519만톤

10.6

92억달러

2,900억원

447만톤

실 적

·선제적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적기 수매 · 수입 · 비축 및 방출

수급관리 역량확대 

·직거래. 사이버 등 신유통 확산

·산지 규모화 및 도매시장 개선

유통구조 혁신기능 강화 

·신 시장 개척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온라인 마케팅 및 인프라 강화

전략적 수출개척 및 마케팅 

·식품산업 종합지원 및 산지 연계

·중소식품 · 외식기업 육성 및 상생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정부 정책 목표

고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일합니다

활기찬
농촌

희망찬
농업

행복한
국민

수급안정

·정보 시스템 기반의 수급관리

·국내산 수매 중심의 수급조절

·국내 영향 최소화위한TRQ 운영

수출진흥

·안정적 수출을 위한 시장다변화

·신선 및 국산원료 중심의 수출지원

·특성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국내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

·전통식품 육성 및 판로지원

·중소식품·외식기업 경쟁력 강화

유통개선

·직거래 내실화 및 푸드플랜 구축지원

·산지조직육성 및 도매시장개선

·화훼산업육성 및 유통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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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  금  명 지  원  용  도 지  원  대  상 사  업  의  무 고정금리(%) 대출기간

수출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농식품 수출업체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 (단, 기업규모,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 및 수매의무 차등부여)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농식품 수출업체     시설완료 또는 인증취득
2~3

(변동금리 가능)
1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수산물 원료 수매 등 운영자금 수산물 수출업체   대출액의 50% 이상 국내산 원료구매 및 수출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식품
외식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국내산 농산물 구매, 구매 농산물의 저장·가공·운송 농식품 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전처리업체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전통주류 2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부자재 매입 및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농식품 제조업체 등
-시설자금 :  최종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 인증획득 또는 

시설완료 확인으로 갈음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2~3
(변동금리 가능)

시설 : 10년
운영 : 2년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운영자금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시설자금 :  외식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비품 집기 구입비 등
외식업체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시설자금 : 시설완료

운영 2.5~3
시설 2~3

(변동금리 가능)

운영 : 1년
시설 : 5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참가경영체 포함)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시설자금 : 시설완료

운영 2.5~3
시설 2~3

(변동금리 가능)

운영 : 2년
시설 : 10년

유통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배추·마늘·양파 수매자금
노지채소 계약재배 사전체결 법인으로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마늘·양파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무이자 5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협동조합

융자 평잔의 125% 이상 용도 목적으로 집행 0~3 3년

도매시장자금

출하촉진 선도금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농산물)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대출액의 375%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1.5 1년

출하촉진 결제자금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농산물의 대금 결제

(농산물)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중도매인)대출액의 연간 3배 이상 거래

3 1년

(수산물)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상장거래

3
(변동금리 가능)

1년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농산물)도매시장법인·중도매(법)인

(도매시장법인)연간 대출액의 연간 3배 이상 정가수의매매 거래
(중도매인)연간 대출액의 연간  1.5배 이상 정가수의매매 거래 1.5 1년

(수산물)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정가수의매매 거래

농산물수매지원자금
-국산밀 : 가공을 위한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밭식량작물 :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 및 계약재배 선급금

(국산밀)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밭식량작 물)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 및 가공품 생산업체

(국산밀)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밀 구매
(밭식량작물) 대출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 구매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자체개설 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소비자 
직접 판매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운영자금 :  친환경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및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시설자금 :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및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시설자금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

운영 2.5~3
시설 2~3

(변동금리 가능)

운영 : 1년
시설 : 5년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원물 구매비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로컬푸드 직매장 

대출액의 125%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화훼 화훼유통
개선지원자금

화훼공판장 출하유치자금 출하선도 및 촉진자금 출하약정을 체결한 화훼농가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 출하 0~1.5 1년

중도매인 경매물량 구매자금 경매물량 구매자금 화훼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서 경락 0~3 1년

화훼류 구매자금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에 필요한 화훼구매자금 및 화훼 소재 구매자금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매하는 소매유통업체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3 1년

정책자금종합안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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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수출사업자지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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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통한 수출기반 확대 구축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
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 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LC 또는 수출

계약서 입증 필요)이 150천$ 이상인 업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용     도 :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사업의무 : 시설완료 또는 인증취득(인증취득을 목적으로 지원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설계도, 계약서, 견적서 등

최근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에서 다운로드 가능※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에서 다운로드 가능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사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담보제공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추가배정
(3월~)

수출

담보
대출

정산

지원대상

사업흐름도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목적 목적

☆ 용     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p 금리 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단, 배정잔액 및 대출포기자금 등으로 추가(수시)배정 시 지원
한도의 50% 이내까지 추가배정 가능)

☆ 사업의무

- 중소·중견기업 :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 이행

-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출액의 100% 이상 수출 이행
( 단, 기타가공식품(비제조) 수출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제조) 수출업체는 
30% 이상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 이행)

☆ 제출서류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지원신청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업체에 한함)

지원조건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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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가공 수출업체)

·사업지원신청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업체에 한함)

☆ 용     도 :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수산물 원료 수매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지원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0.3~0.6%p 금리인하 적용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어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국내산 원료구매와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 매출 이행

☆ 제출서류

공사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담보제공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담보대출

사업의무 이행

정산

지원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우수수산물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Chapter 02

식품외식업체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목적

지원조건

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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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가공)공장을 보유·임차 운영 중인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 임차시설 인정은 공장등록증에 임대공장으로 명기된 경우 인정

  ●  전통주류 가공업체는 국산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전처리는 영업등록(허가, 신고)하고 국내 농산물을 구매하여 전처리를 하는 업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창업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공인된 식품안전인증 및 농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 단, 운영자금의 경우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한함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부지
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부자재 매입 및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운영자금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 사업의무

- 시설자금 :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취득을 위한 지원 업체는 최종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 인증 획득, 인증목적이 아닌 업체는 시설완료 확인으로 갈음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제출서류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품질인증 등 입증자료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담보제공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담보대출
(3월 말부터 연중)

구매/가공 실적제출

정산

사업흐름도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
산업 사이의 연계 강화

목적 목적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지원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전통주류 가공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
전처리 업체 :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 용     도 : 국내산 농산물 구매, 구매 농산물의 저장·가공·운송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전통주류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 사업의무 :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제출서류

지원조건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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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지원대상

  ●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설계도, 계약서, 견적서 등(시설자금업체에 한함)

☆ 용     도
- 운영자금 : 제품생산 관련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운영자금 : 2년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융자기간 중 어느 1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시설자금 : 시설완료

☆ 제출서류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식산업과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진 도모

목적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입증자료(해당업체에 한함)

·전년도 국내산식재료

·구매증빙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 (시설자금에 한함)

☆ 용     도

- 운영자금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 시설자금 :  외식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비품 집기 구입비 등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 시설자금 : 시설완료

☆ 사업의무 : 업체당 6억원(운영 5억원, 시설 1억원)

☆ 제출서류

지원조건

지원대상

목적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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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활성화자금

  ●  노지채소(무·배추·마늘·양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에 기여
＊ 계약재배 : 해당품목의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무·배추·마늘·양파를 계약재배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농협 제외), 지방공사 등 조직
＊ 김치제조 등 무·배추 가공업체는 개인사업자도 가능

  ● 지원자격 : ‘18년도 대상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실적증빙(사전계약재배 체결증빙, 수매실적 증빙)

☆ 용     도 :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배추·마늘·양파 수매자금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한도 - 무·배추 : 업체당 20억원
 - 마늘·양파 : 업체당 30억원

☆ 사업의무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제출서류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수요조사 진행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2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실적제출

정산담보대출

현장실사
(2월말~3월초)

사업공고
(aT 홈페이지, 매년 1월초)

사업자 선정
(매년 3월말)

사업신청
(Agrix전산시스템 1월말)

평가실적입력
(Agrix전산시스템 2월초)

자금대출실행
(4월~)

사후관리

지원대상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원대상

목적

  ●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주체 육성

목적

지원조건지원조건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 곡 부 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맥류, 기타 잡곡류(미곡은 제외)

청 과 부 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 훼 부 류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 용 작 물 류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 산 물 류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용     도 :  용도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농자재 공급 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지원금리 : 고정금리 0~3%(농업법인 등 2.5%)

☆ 지원기간 : 3년 이내(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조직당 600억원(최소한도 5억원)

☆ 사업의무 : 융자 평잔의 125% 이상 용도 목적으로 집행

☆ 지원대상 품목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사업추진계획서 1부, 자금
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등

지원조건

사업흐름도
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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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매지원자금

  ● 농산물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 수산물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원대상
  ● 국산밀 :  국산밀 또는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밭식량작물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

지원대상

도매시장자금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도매시장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산물수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농산물 :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집하 및 대금결제강화 및 정가·수의매매 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도모

  ● 수산물 :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목적

  ●  국산밀(가루) 구매 및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밭식량작물 : 「양곡관리법」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곡류 교잡곡물, 감자·고구마)를 뜻함(미곡 제외)

목적

☆ 용    도

- 출하촉진 선도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출하촉진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농산물의 대금 결제

- 정가·수의 결제자금 :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 지원한도(농산물)

- 출하촉진 결제자금 : 중도매인(법)인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

- 정가·수의 결제자금 : 업체당 50억원(도매시장법인), 업체당 10억원(중도매(법)인)

☆ 사업의무

- 출하촉진자금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 지원기간 금리
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375%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1년 이내

1.5%

결제
자금

농
산
물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3%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중도매(법)인 대출액의 연간 3배 이상 거래
수
산
물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상장거래

＊ (농산물)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적용(최우수 3.0%p, 우수 1.0%p, 양호 0.5%p 인하)
＊ (수산물) 어대금 결제자금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정가·수의 결제자금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실적확인서, 거래계획서, 평가결과확인서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의무 지원기간 금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1년 이내 1.5%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지원조건

신청업체 준비서류(공사 소정양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예정) 기업 : 증빙 서류
 - 계약재배 업체 : 계약재배 출하확인서

<공    통>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구매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 증빙서류 각 1부

<국산밀>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위탁가공의 경우, 수탁업체 상기 증빙서류와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용    도 : - 국산밀 : 가공을 위한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 밭식량작물 :  국내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국내산 밭식량

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

☆ 지원금리 :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사업의무 : - 국산밀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 밭식량작물 : 대출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 구매

☆ 제출서류

지원조건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실적제출

정산담보대출

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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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친환경농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접근성 향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대상

☆ 용    도 : - 운영자금 :  친환경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 농축산물 구매

 - 시설자금 :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매장, 매대, 냉동·냉장 설비 등. 다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지원금리 : - 고정금리 :  운영자금(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시설자금(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 운영자금 : 1년 이내
 - 시설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 : - 운영자금 : 업체당 50억원
 - 시설자금 : 업체당 3억6천만원

☆ 사업의무 :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 시설자금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이어야 함
＊  매년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 회수)

☆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부, 전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합원(회원) 또는 구매대상 농가의 친환경
인증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실적제출

정산담보대출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대상

  ●  생협, 직거래매장 등에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목적 목적

신청업체 준비서류(공사 소정양식)

사업지원신청서, 직거래 실적 및 계획

☆ 용    도 :  자체개설 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제출서류

지원조건지원조건 지원조건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1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실적제출

정산담보대출

사업흐름도

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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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으로 인·허가 받은 자 등 학교급식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 로컬푸드 직매장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및 배정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Chapter 04

화훼사업자지원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목적

☆ 용     도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원물 구매비

☆ 지원금리 :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미배정잔액, 대출포기액 발생 시 최대 40억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매

☆ 제출서류

신청업체 준비서류 공사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세부신청내역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시설자가점검표

지원조건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2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및 납품

정산담보대출

사업흐름도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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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약정을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화훼 관련 소매유통업체

지원대상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망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자금지원 제출서류 등 기타 문의 사항은 02-570-1833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사 지원안내
홈페이지 공고(2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지원대상 지원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평가 및 약정체결 후 대출

추가
배정

정산
담보
대출

구 분 주소 연락처

본사 정책금융부

(총괄)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1층

T. 061-931-1141~7 

F. 061-804-4532

서울경기지역본부 134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T. 031-8060-6060~2   

F. 031-8010-1096

인천지역본부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T. 032-272-3012   

F.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 033-920-1542, 1546   

F.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2857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 043-902-9523, 9525   

F.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 042-389-5012, 5015, 5017   

F.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T. 063-904-5871, 5872   

F.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T. 062-940-7013, 7017, 7022   

F.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42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 053-218-4911~13 

F.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48475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T. 051-947-1082~3   

F.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 055-274-4816, 4819   

F. 055-719-9881

제주지역본부 63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T. 064-746-9459, 9477  

F. 064-800-8960

화훼사업센터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T. 02-570-1833, 1853   

F. 02-6919-1485

 ※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ㆍ출하유도 및 화훼 유통사업자에게 화훼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분산기능 강화

목적

☆ 용     도 :  - 출하농가 : aT화훼공판장으로 출하선도 및 촉진자금
- 중도매인 : aT화훼공판장에서 경매물량 구매자금

 :  - 소매유통 :  aT화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에 필요한 화훼구매자금과 
화훼관련 소재 구매자금

☆ 지원금리 :  - 출하농가 : 0 ~ 1.5%
 - 중도매인 : 0 ~ 3%
 - 소매유통 : 3%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조건 :  - 출하농가(출하선도자금) : 5천만원 이내
 - 출하농가(출하유치자금) : 4억원 이내
 - 중도매인, 소매유통 : 4억원 이내

☆ 사업의무 :  - 출하농가 :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 출하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서 경락
 - 소매유통 :  대출액의 125% 이상 aT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 제출서류 :  aT화훼공판장 홈페이지 화훼정보실(서식자료실) 참조

지원조건

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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