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03시 03분



2
3
3
3

목차

목차
공지사항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인기 게시물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2023.01.05 조회수 1935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농업·어업·입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그중 한 사람)

가.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2022. 1. 1.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농업·어업·임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

2. 지원제외대상

가.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나. 2021년도 농업·어업·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다. 2022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마.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지급)

4. 신청기간 : ‘23. 1. 11.(수) ~ 2. 14.(화)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061-339-7358)

별첨 1. 신청서(필수)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필수)(양면) 1부.

2. 이행서약서(필수) 1부. 

3.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농업인용).hwp (1861 hit/ 25.5 KB)
미리보기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임업인용).hwp (1713 hit/ 25.5 KB)
미리보기

3.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어업인용).hwp (1725 hit/ 25.5 KB)
미리보기

4.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hwp (1755 hit/ 16.5 KB)
미리보기

홈페이지 게시자료(신청안내).hwp (1682 hit/ 18.5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3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계획

다음글

당신의 사랑으로 희망이 자라는 �장기기증 등록…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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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9gSw4G3Kr&file_type=all&idx=90772&file=143624%257C143625%257C143626%257C143627%257C143628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0772/143624/1.%20%25EB%2586%258D%25EC%2596%25B4%25EB%25AF%25BC%20%25EA%25B3%25B5%25EC%259D%25B5%25EC%2588%2598%25EB%258B%25B9%20%25EC%25A7%2580%25EA%25B8%2589%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28%25EB%2586%258D%25EC%2597%2585%25EC%259D%25B8%25EC%259A%25A9%2529.hwp?pkey=9gSw4G3Kr
http://www.naju.go.kr/Viewer/143624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0772/143625/2.%20%25EB%2586%258D%25EC%2596%25B4%25EB%25AF%25BC%20%25EA%25B3%25B5%25EC%259D%25B5%25EC%2588%2598%25EB%258B%25B9%20%25EC%25A7%2580%25EA%25B8%2589%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28%25EC%259E%2584%25EC%2597%2585%25EC%259D%25B8%25EC%259A%25A9%2529.hwp?pkey=9gSw4G3Kr
http://www.naju.go.kr/Viewer/143625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0772/143626/3.%20%25EB%2586%258D%25EC%2596%25B4%25EB%25AF%25BC%20%25EA%25B3%25B5%25EC%259D%25B5%25EC%2588%2598%25EB%258B%25B9%20%25EC%25A7%2580%25EA%25B8%2589%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28%25EC%2596%25B4%25EC%2597%2585%25EC%259D%25B8%25EC%259A%25A9%2529.hwp?pkey=9gSw4G3Kr
http://www.naju.go.kr/Viewer/143626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0772/143627/4.%20%25EB%2586%258D%25EC%2596%25B4%25EB%25AF%25BC%20%25EA%25B3%25B5%25EC%259D%25B5%25EC%2588%2598%25EB%258B%25B9%20%25EC%2588%2598%25EA%25B8%2589%25EA%25B6%258C%25EC%259E%2590%20%25EC%259D%25B4%25ED%2596%2589%20%25EC%2584%259C%25EC%2595%25BD%25EC%2584%259C.hwp?pkey=9gSw4G3Kr
http://www.naju.go.kr/Viewer/143627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0772/143628/%25ED%2599%2588%25ED%258E%2598%25EC%259D%25B4%25EC%25A7%2580%20%25EA%25B2%258C%25EC%258B%259C%25EC%259E%2590%25EB%25A3%258C%2528%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95%2588%25EB%2582%25B4%2529.hwp?pkey=9gSw4G3Kr
http://www.naju.go.kr/Viewer/14362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0775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0751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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