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펀드의 농부
농사펀드는 자신의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적정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부와 함께 합니다.
인증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르는 것을 먹게 될 사람을 생각하며 보다 안전하게 농사짓고자 노력하는 농부와 함께 합니다.

<농사펀드의 농부 입점기준>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부
제초제는 토양에 남아 농작물을 통해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초제
를 사용하는 농부님은 농사펀드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 흙에서 농사짓는 농부
농사펀드는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자연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자연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농부님을 응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양액재배, 식물공장 형태의 농사를 짓는
농부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 친환경 농사로 차츰 전환할 의지가 있는 농부
기본적으로 친환경, 친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을 우선하지만 농사펀드를 통해 관행농사에서 친환경농
사로 차츰 전환할 의지가 있는 농부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의 위험과 부담이 줄어야 안전하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자연의 속도로 농사짓는 농부
모든 먹거리에는 자연의 속도가 있습니다. 매실은 익으면 원래 노란색이고, 쌈채소는 손바닥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촉진제, 성장억제제를 쓰지 않고 가능한 자연의 속도로 농사짓는 농부님과 함께 합니다.
○ 동물들의 자라는 환경을 관리하는 농부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동물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농부와 함께 합니다. 유통과정에
서 약제처리가 되는 수산, 축산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사용을 하지 않는 농부를 우선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 시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부
유전자조작 원료, 불필요한 합성착향(색)료, 합성보존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농산물
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우선하며 상품의 특성 상 첨가물 또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자체
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 후 진행합니다.
○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농부
농사펀드는 농사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는 농부도 응원합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드, 공동체를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펀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을의 상품개
발을 위한 펀드도 농사펀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사펀드의 농부와 농산물 점검>
○ 농사펀드 이장제도를 통해 지역별 점검
농부를 잘 알 수 있는 각 지역의 활동가, 단체, 대표농부를 ‘농사펀드 이장’으로 선발해 더 밀접하게 해당 지역의 농
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관리합니다. 농부는 농사펀드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해당지역의 ‘농사펀드 이장’을 통
해 신청하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고객, 주변 농부, 지자체 등의 주변평판
각종 인증서나 인증마크는 참조할 뿐, 농부와 농산물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기존 고객들, 주변 농
부,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의 주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그것을 쌓아오
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수시 현장 검증
수시로 예정하지 않고 농부와 농사현장을 찾아갑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없겠지만 농사펀드가 할 수 있
는 노력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농부님과 이야기 나누며 농촌과 도시의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 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했던 농사 방법과 진행과정을 사전 협의 없이 어기거나 속였을 경우
펀딩(투자)금액은 전액 회수되며 진행펀드의 취소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농사펀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 농수축산물의 식품안전검사
펀딩(투자)의 결과물로 발송되는 농수축산물 중 일부는 공급전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항생제 검
사를 실시합니다. 검사품목과 검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횟수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사펀드 진행절차>
1. 농사펀드 취지와 서비스에 대해 공감 > 진행결정
2. 농사펀드 사이트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신청서 작성
3. 상품샘플 발송 (현재 상품이 없을 경우 사진으로 대체)
4. 상품사진 촬영 및 상품 소개페이지 초안 작성 - 농사펀드에서 진행
5. 내용 검토 및 오픈(펀딩 진행)
6. 주문 리스트 전달 및 예정일에 상품발송
7. 정산 : 펀드 모집 종료일 50% / 상품발송 및 송장 전달 후 50%
8. 농사펀드 수수료 : 14%(PG사 결제수수료, 부가세 포함) / ※ SOS 농산물, 명절선물은 수수료 협의가능

<기타문의사항>
○ 고객센터 : 070-4024-0742 (월-금 10:00~19:00)
○ 이메일 : contact@farmingfu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