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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해충 적기방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의 지름길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의 지름길입니다. 방제기간 : 2021. 7. 28. ~ 8. 15. / 19

일간 방제대상 :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멸구류 등 방제방법 : 벼 병해충 적용약제

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벼 밑둥까지 충분히 살포

노출기간 : 2021-07-10 ~ 2021-08-15

URL : #none

2021년 과수화상병 예방
과수화상병예방 과수 화상병예방을 위한 개화전 방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1-06-17 ~ 2021-06-29

URL : #none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축산 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대상: 가축분뇨 배출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 검사신청: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가축분뇨 퇴·액비분석실) 구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검사횟수 1년마다 6

개월마다 시설규모 · 한우·젖소 100~900㎡미만 · 양돈 50~1,000㎡미만 · 가금 200~3,000㎡미만 ·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양돈(1,200두) 1,000㎡이상 · 가금 3,000㎡ 이상 

노출기간 : 2021-05-15 ~ 2021-08-31

URL : #none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청년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도전하라 청년일자리, 스마트팜에 있

습니다!

노출기간 : 2020-06-18 ~ 2020-12-31

URL :

농천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천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품질 최고 전문교육기관 -희

망찬 농업 -활기찬 농천 -행복한 국민

노출기간 : 2020-03-27 ~ 2025-03-31

URL : http://hrd.rda.go.kr/ehrd_front/apply/cur/selectRegularCourseList.do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 되었습니다.

노출기간 : 2020-02-03 ~ 2020-02-29

URL : #none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직불예산 2.4조원 확보

노출기간 : 2020-01-01 ~ 2020-12-31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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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 2019 국제농업박람회 2019.10.17(목)~10.27(일)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나주시 산포면]

노출기간 : 2019-10-01 ~ 2019-10-27

URL : http://www.iae.or.kr/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www.nongsaro.go.kr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19-02-19 ~ 2021-12-31

URL : http://www.nongsaro.go.kr/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19 기해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원예작물 품평회는 1월 23일 14시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3

층)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노출기간 : 2019-01-01 ~ 2019-01-31

URL : #none

2019 정남진 장흥 원예작물 품평회 개최
2019 정남진 장흥 원예작물 품평회 개최 레드향·블루베리·딸기·토마토·참다래·느타리버섯 일

시:2019. 1. 23.(수) 14:00 장소: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3층)

노출기간 : 2019-01-21 ~ 2019-01-24

URL : #none

2018년 제21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공고
2018년 제21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공고 포상규모 : 정부포상(8점), 장관표창(19점),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업 4개 부문 접수기간 : 2018.4.3(화) ~ 5.2(수), 18:00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18-03-26 ~ 2018-05-02

URL : http://www.fris.go.kr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PLS)바로알기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PLS)바로알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및 농업인이 꼭 지

켜야 할 핵심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17-12-20 ~ 2018-12-31

URL :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v/psvr/psvre/curationDtl.ps?

menuId=PS03352&srchCurationNo=120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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