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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료의 사용이 과거에는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고 

투입 대량생산체제가 요구되던 환경에서 오늘날 양분총량제실시를 목전에 두

고 적정투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시대적 변화에 처해 있다.

비료관리법 제정의 연역을 살펴보면, 1961년 12월 27일 비료단속법 을 

최초로 제정(1927년 9월 3일 일제 치하에서 제정된 조선비료취체령을 폐지)하

고, 1962년 9월 10일 최초로 비료공정규격을 고시한 후 1976년 12월 31일 비

료관리법 (법률 제2985호)을 제정하여 그동안 18차례(1차례 전부 개정, 7차례 

타법 개정) 개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농업생산력 유지 증진을 위해 비료의 품질보전과 수급의 원

활,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료관리법 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

경농업 육성정책(토양환경을 우선하고 지력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하고 보다 안

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에 필수자재인 유기질비료는 시장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연간 7

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주요 사용원료인 가축분뇨와 음식물폐

기물은 해양투기 금지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의 사용목적과 원

료의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유기질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혼

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비료관리법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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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료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방향과 농업현실에 맞는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비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2.1. 지정비료(부산물비료)의 개념정립

비료관리법 에서 비료는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보통비료와 공정

규격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비료로 분리하여 정의하

고 있으나, 지정비료(부산물비료)는 명칭이 비료임에도 공정규격에서 원료물질

로 관리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제정의 근본 취지를 바탕으

로 지정비료의 개념을 재정리함.

2.2. 지정비료(부산물비료)관리의 문제점 

현재 지정비료의 기준과 규격설정 및 원료관리 제도의 근거가 미약하고 일

관성이 없어 늘어나는 부산물비료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함.

2.3. 지정비료 원료물질별 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현재 농촌진흥청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비료의 공정규격 및 지정에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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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중심으로 비료관리법 과 상충되는 타법과

의 관리기준상의 문제점을 제시함.

2.4. 비료관리법 변천사 및 개선방안 검토  

비료관리법 변천사를 통해 제정당시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변천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현실에 맞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2.5. 결론

2.6. 참고자료

2.6.1. 일본 비료 관련 법령 및 우리나라 공정규격 및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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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의 개념정립

1. 현행 비료관리법 상 비료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

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

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

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

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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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

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정당시의 비료의 정의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

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특수비료"라 함은 퇴비·쌀겨와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를 말한다.

4. "삼요소 화학비료"라 함은 질소·린산·가리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

질비료로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한다.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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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료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 비료

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비

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및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者(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비료관리법 상의 비료 정의 규정의 취지 

○ 현행법상 비료란 법 제정당시부터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료와 

그렇지 않은 비료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음.

이러한 법의 취지로 보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는 공정규

격설정을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비료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부산물비료)는 제정당시 

특수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통비료와 달리 규격설

정보다는 시대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특별히 사용되고 관리되는 비료로 

보아야 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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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관리의 문제점

1. 근거 없는 지정비료의 규격설정과 사용원료 규정 

○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

어 있고 제조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규격설정

이나 원료규정의 설정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지정규격에 맞지 않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이미 비료관리법 에서 정한 농

림수산부산물인 비료와 상충됨은 물론, 공정규격설정외의 비료임에도 불구

하고 공정규격심의회에서 규격설정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규격설정 기

준 또한 근거가 미약하고 대부분이 평균치로 설정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됨.

○ “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

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

정규격의 설정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정규격

과 명분없는 지정규격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법에서 정의한 공정규격 설

정비료와 부산물비료의 구분을 무색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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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1.

삭제<2014. 7. 1.>

1.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2.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4. 7. 1.>

3.삭제 <2014. 7. 1.>

3.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4.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0. 3. 29.,

2014. 7. 1.>

1.농림부산물류

<2010. 12. 23.>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

생초, 폐사료, 한약재찌

꺼기, 그 밖의 이와 유

사한 농림부산물류 또

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

한 버섯 폐배지<2010.

제3장

지정비료 원료물질별 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표 1.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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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3. 29., 2013. 10. 1.>,

이탄, 토탄, 갈탄<2010.

3. 29.>, 사업장잔디예

초물(골프장 등) <2006.

1. 6., 2010. 12. 23.>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2.수산부산물

<2010. 12. 23..>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

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

포<2010. 12. 2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산

부산물<2013. 10. 1.>

삭제 <2013. 2. 14.>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2010. 12. 23..>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1.삭제 <2013. 2. 14.>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물

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29.,

2011. 11. 1.>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4.음식물류 폐기물

<2010. 12. 23..>

음식물류폐기물

<2003. 8. 5.>

삭제 <2013. 2. 14.>

02. 5.식음료품 제조 도축, 고기가공 및 저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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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업․유통업․판

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

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2010. 12. 23..>

장, 낙농업, 과실 및 야

채, 통조림 및 저장가

공, 동식물 유지류, 빵

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

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2009. 10. 1., 2010.

12. 23..>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6.미생물

<2010. 12. 23..>

토양미생물제제<2010.

3. 29., 2010. 12. 23..>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2014. 7. 1.>

7.광물질

<2010. 12. 23..>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

토, 부산소석회, 부산석

회, 패화석, 생석회, 부

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 12. 23., 2011.

11. 1.>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

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009. 10. 1., 2010. 3.

29., 2010. 12. 23..>

02.

퇴비

8.그 밖의 원료

<신설 2013. 2. 14.>

별표6에 따라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

정받은 원료 <신설

2013. 2. 14.>

03.

부숙겨

<신설 2011. 11. 1.>

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

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

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겨를 70 % 이상 사용

하여야 한다<2009. 10.

1., 2013. 2. 14.>

04. 인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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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분뇨잔사

<신설 2011. 11. 1.>

<개정 2013. 10. 1.>

05.

부엽토

<신설 2011. 11. 1.>

부엽토

06.

건조축산폐기물

<신설 2011. 11. 1.>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정

2013. 10. 1.>

07.

가축분뇨발효액

<신설 2011. 11. 1.>

가축분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

림부산물류 및 음식물

류폐기물 <개정 2013.

2. 14.>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

식물류폐기물은 혐기

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 이내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9.,

2011. 11. 1.,2012. 7. 3.,

2013. 2. 14.>

08.

부숙왕겨

<신설 2011. 11. 1.>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 다만, 퇴

비 원료 중 그 밖의 원

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왕겨를 70 %이상 사

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09.

부숙톱밥

<신설 2011. 11. 1.>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 다만, 퇴

비 원료 중 그 밖의 원

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톱밥을 70 %이상 사

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10.삭제

<2013. 2. 14.>

삭제 <2013. 2. 14.> 삭제 <2013. 2. 14.>

토양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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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미생물효소)

<삭제 2011. 11. 1.>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어박 어박 또는 어분

골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

유박, 그 밖의 식물

성유박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

당 유박에 한함. 다만,

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

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4.,

2013. 10. 1.>

혼합유박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

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자유박, 그 밖의 식물

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1.미강, 옥수수유박, 팜

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

은 별표3. 그 밖의 식

물성유박에서 정한 질

소, 인산, 칼리 등 각

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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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할 수 있는 식물성유

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

가공계분 계분(악취를 방지하거

나 탈수 및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 것

포함)

혼합

유기질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

유박, 깻묵, 낙화생유

박, 아주까리유박, 미강

유박, 가공계분, 증제피

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1.미강, 옥수수유박, 팜

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

은 별표3. 그 밖의 식

물성유박에서 정한 질

소, 인산, 칼리 등 각

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할 수 있는 식물성유

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

증제

피혁분

피혁

맥주오니 맥주 제조 부산물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

노포스페이트, 잠용유

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

유박, 아주까리유박, 미

강유박, 미강, 옥수수유

박, 팜유박, 야자유박,

1.미강, 옥수수유박, 팜

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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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혈분, 그 밖의 식물성

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은 별표3. 그 밖의 식

물성유박에서 정한 질

소, 인산, 칼리 등 각

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할 수 있는 식물성유

박을 사용하여야 한

다.<신설 2013. 10.

1.>

혈분

<신설 2013. 2. 14.>

가축의 혈액

<신설 2013. 2. 14.,

2014. 7. 1.>

소(젖소포함)의 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척수

가 혼입된 혈액은 사

용제외 <신설 2013.

2. 14.>

건계분

<개정 2014. 7. 1.>

계분

지렁이분

<개정 2014. 7. 1.>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

(Eisenia andrei)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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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

생하는 폐수처리오니

1.합성 및 특수의약품

을 제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폐수처

리오니는 제외

<2002. 1. 31, 2012.

7. 3.>

2.퇴비원료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

료만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12. 7. 3.>

2.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

수처리오니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

처리오니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

오니 <2002. 1. 31.>

o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

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

수처리오니<2002. 1. 31.>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

니 <2009. 1. 12.>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

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1. 6.>

표 2. 분석 후 사용가능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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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가축분퇴비, 퇴비)

1.농림부산물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

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이용한 버섯 폐배지

<2010. 3. 29., 2013. 10. 1.>, 이탄, 토탄, 갈탄<2010. 3. 29.>, 사

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2006. 1. 6., 2010. 12. 23.>

관련법률 비료관리법

관리현황 문제점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

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

"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

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

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

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2. 14.>

Ÿ 짚류, 왕겨, 미강, 농작물잔사 등

에 대하여 농약에 오염된 정도의 

기준이 없고 설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항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

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

청 고시)제 6조에서 1등급에 해당하

는 폐목재만 허용토록하고 있으나 수

피, 목편 폐사료, 낙엽 등의  기준은 

없음 

관련

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부산물비료 원료 물질 관리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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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등 

문제점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짚, 왕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

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않을 것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

뭇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

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

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

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짚, 왕겨, 미강 

등 농산부산물

의 경우는 잔유

농약성분 검사

를 실시하고 있

음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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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등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

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 줄기

는 제외한다)

51-20-04 1등급

51-20-05 2등급 

51-20-06 3등급

폐기처분되어야 할 상태와 비료 원

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구분이 

부정확함 

원료물질

(가축분퇴비, 퇴비)

2.수산부산물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

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2010. 12. 23..>, 그 밖의 이

와 유사한 수산부산물<2013. 10. 1.>)

관련

법률 
비료관리법

관리현황 문제점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4조(부산물비료의 

지정)제6호 ⑨ 제①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

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에 따른다.

염분 등의 문제와, 대부분이 사업

장 폐기물로서 상태별 원료규정을 

설정해야 할 수산부산물은 사용가

능한 원료만으로 관리함으로 동물

의 분뇨관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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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등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

의2 관련)

51-17-00 동ㆍ식물성잔재물(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음식료

품을 제조ㆍ유통ㆍ사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Ÿ 비료관리법 에서는 별다른 기준 

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임,

그러나 폐기물관리 법에서는 폐

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함.

Ÿ 비료관리법 에서는 동물성 잔재

물과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관

리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

는 식품재료의 부산물 한가지로 

관리하고 있음 

관련

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관리 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등 

문제점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

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

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

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

출되지 않을 것

Ÿ 비료생산업 등

록 없이 유기

농자재로 판매

가 가능하여 

소비자 선택시 

혼란을 초래 

원료물질

(가축분퇴비, 퇴비)

3.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
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

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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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비료관리법

관리 현황 문제점 

Ÿ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

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

외 <신설 2011. 11. 1.>

Ÿ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되는 오

니는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원

료에 표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확

인이 어려움  

Ÿ 가축분퇴비는 축종과 관계없이 가

축분뇨50%이상 투입 

Ÿ 투입량을 비율로 표시함으로 표시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움 

Ÿ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부숙유기질비

료 전 비종 원료로 허용 

Ÿ 지정기준 없이 지정규격을 설정하

여 같은 원료가 다른 규격을 적용받

는 경우도 발생 

Ÿ 계분은 성분함량의 특성을 고려하

여 순수 계분만을 사용한 비료를 건

계분, 가공계분비료로 별도 관리 

Ÿ 지정비료의 원료기준이 상태별로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규격을 맞추

기가 어려움  

Ÿ 지정 규격을 설정하여 공정규격과 

동일하게 관리 

Ÿ 법에서는 공정규격 설정외의 비료

로 농가부산물질 자체를 사용원료

로 정의하고 있으나 원칙과 근거 없

는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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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현황 문제점 

비료의 종류

01.

가축분퇴비

<신설2002.12.31.,2010.3.29.>

규격의 함량(%)
유기물:30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1.건물중에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소45㎎/㎏

카드뮴5㎎/㎏

수은2㎎/㎏

납130㎎/㎏

크롬200㎎/㎏

구리360㎎/㎏

니켈45㎎/㎏

아연900㎎/㎏

2.다음병원성미생물은불검출

대장균O157:H7(EscherichiacoliO157:H7),

살모넬라(Salmonellaspp.)

<신설2011.11.1.>

그 밖의 규격

1.유기물대질소의비45이하인것.<개정

2013.2.14.>

2.건물중에대하여

염 분 ( N a C l ) : 2 . 0 % 이 하
<2009.10.1.,2010.3.29.,<2014.7.1.>>

3.수분(H2O):55%이하<2010.3.29.>

4.부숙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판정기준

이상일것.

가. 콤백:부숙완료

나. 솔비타:부숙후기또는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발아지수70이상

<신설:2010.3.29.,2010.12.23.,2014.

7.1.>

5.염산불용해물25%이하

<신설2013.2.14.>

부산물비료 지정규격 Ÿ 축종별 가축분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평균치로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됨은 물론생산관

리에 어려움을 겪음

Ÿ 부숙도 기준은 발효 

정도와 원료의 상태,

측정 방법에 따라 많

은 차이가 발생되는

데 이 또한 기준설정

에 원칙이 없어 소비

자의 요구와 규격 맞

추는데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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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현황 문제점 

비료의 종류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규격의 함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

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

증할 것 <2010. 3. 29.>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그 밖의 규격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Ÿ 충분한 발효의 기준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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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현황 문제점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

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

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

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

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

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Ÿ 법 적용의 예외를 가축분뇨관리법

에서 관리사각지대로 인식 별도의 

퇴비, 액비기준을 만드는 빌미를 제

공하였음 

<시행령>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

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

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

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

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

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Ÿ 법 제정당시 퇴비. 구비. 강류(糠

類), 패개류(貝介類), 등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가소비하고 잉여분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판매

업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어민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법안 

제13조(판매업의 등록)제 1항에 이

를 명시하였으나 개정과정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변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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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의 

상충 등 문제점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

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별표 3 제2호다목

5)에 적합할 것

Ÿ 퇴비화된 물질도 비료

생산업 등록과 무관하

게 제품으로 인정함으

로써 비료의 품질관리

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목록공시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 홍보해 

줌으로써 비료관리법

에서 정한 비료보다 우

수하다는 인식이 생겨 

소비자 선택에 혼선을 

줌

<별표 3 제2호 다목5>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

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

산물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

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

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

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Ÿ 비료관리법 에서 관

리하는 규격에 50%이

상을 맞추기가 매우 어

렵고 표<1>에서 제시

하는 기준과 너무 상이

함  

Ÿ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구리, 아연 등은 생물의 

영양물질이기도 하므로 

토양에 투입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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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

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

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 영양물질의 규격으

로는 지나치게 낮음 

Ÿ 사료에 투입되는 성분

을 고려하지 않은 가

축분뇨의 퇴비의 기준

으로는 전혀 현실적이

지 못함 

원료물질

(가축분퇴비,퇴비_
4.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률
비료관리법

관리현황 문제점 

비료의 종류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규격의 함량(%)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부산물비료의 지정규격 Ÿ 가축분퇴비에도 

사용량이 50%만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가능 하나 사

용량에 대한 확인

이 어려워 품질관

리와 소비자의 선

택에 혼선을 초래

함 

Ÿ 가축분뇨와는 달

리 직접 식물의 

영양원으로는 사

용하지 않았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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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그 밖의 규격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질로 사용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발생지로부터 

처리경로 관리가 

일원화 되어야 함 

(올바로 시스템과 

연계)

비료의 종류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규격의 함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
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
별 함량 보증할 것 <2010. 3. 29.>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Ÿ 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4액

비의 살포기준을 

적용함으로 처분

우선의 기준이 됨 

Ÿ 사용가능한 원료 

규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혐기성

소화시설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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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그 밖의 규격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비    고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010. 3. 29.>

2.삭제 <2013. 10. 1.>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4액비의 살포기준에 따
라 살포하여야 한다.
<2010. 3. 29., 2013. 10. 1.>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2013. 10. 1.>
6.삭제 <2013. 2. 14.>

서 생산할 경우에

만 30 % 이내에서 

사용을 허용함으

로 해양투기되던 

음식물폐기물 탈

리액이 별다른 규

제 없이 액비로 

둔갑하여 농지로 

유입되고 있음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층등 문제점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

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

품의 제조

Ÿ 제13조의2(폐기

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

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

조의 방법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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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

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

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

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활용하는 업체가 

비료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

질관리가 허술하

여 제대로 처리되

지 않은 불량비료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Ÿ 부산물비료는 공

정규격을 설정하

지 않는 비료임에

도 음식물 폐기물

의 최종처리에 대

한 관리를 「비료

관리법」에 전가

하고 있음

일반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로 관리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

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

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

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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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야 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

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

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

(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등 문제점 

시행령 제3조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

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Ÿ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 

업체의 생산시설을 폐

기물재활용시설로 인정

함에 따라 이 재활용시

설에서 생산되는 제품

은 비료관리법 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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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

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

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원료물질
(가축분퇴비,퇴비)

5.식음료품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제조업에서 발

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 )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

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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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2009. 10. 1., 2010. 12. 23..>)

관련

법률
비료관리법

관리현황 
문제점 

별도의 원료사용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음 

Ÿ 지정 규격과 지정비료의 원료기준이 

정해지려면 부산물비료의 정의에서 지

칭하는 농림수산부산물 각각의 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격설정에 합당한 

기준이 세워져야 함 

관 련

볍률

폐기물관리법 

관리현황 비료관리법 과 상충 등 문제점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 

Ÿ 비료관리법 에서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은 폐기물재활용처리허가를 받은 업체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아 비료로 판매 유통 

할 경우 처리물량과 이동경로를 최종소비

자가 알 수 없어 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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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 의 

2차개정

<1982.12.31.>

변경 변경사유

특수비료를 부산물비료로 

변경하며 부산물비료의 종

류를 추가 확대함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

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

업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

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

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

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변경사유 없이 정의 대

상 명칭이 특수비료에서 부산

물비료로 바뀜 

제23조(적용의 예외) ②농업·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

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

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

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

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신설 1982.12.31.>

(※적용예외에 농가 및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

물을 비료로 인정,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

로 예측)

제5차 전부개정

<1995.12.6.>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제

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를 위하여 음식물의 폐기물,

제조업 및 판매업의 부산물 등

도 비료화가 가능하도록 부산

제 4 장

비료관리법 변천사 및 개선 검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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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

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

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비료의 범위를 확대 

<수석전문위원검토 내용>

경제산업발달 및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부산

물비료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

고, 추가되는 부산물비료를 본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

규격을 설정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추가되는 부산물비료

의 공정규격설정 등에 대해서

는 기존의 부산물비료 공정규

격 설정과 비교하여 어떻게 정

할 것인지 정부측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1 0차일부개

정 

<2003.12.11.>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제

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

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

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

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개정이유 없이 부산물

비료정의에서 지목한 비료가 

부산물비료의 원료정의로 바

뀜 

개정검토 이유
¡ 비료관리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비료”의 정의와 함

께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료와 장관이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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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정당시 특수비료를 지정비료로 규정하고 자유로이 거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료관리법 의 특징으로 보았고 그 

근본 이유는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가소비하고 남은 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즉, 지정비료는 농어민이 비료로서 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정의한 것임.

¡ 그러나 제2차 개정 당시 지정비료의 명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산물비료로 바뀌면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

업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자

체가 비료로 표현되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

는 비료로 변질되었다.

¡ 더 나아가 제5차 개정시에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를 위하여 음식물의 폐기물, 제조업 및 판매업의 부산물등

도 비료화가 가능하도록 부산물비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인분뇨, 음식물폐기물이 포함되었으며 국회 전문의

원 검토내용을 보면 『경제산업발달 및 환경보호와 자원

의 재활용차원에서 부산물비료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고,

추가되는 부산물비료를 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규

격을 설정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추가되

는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산

물비료 공정규격 설정과 비교하여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

부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기록이 

남겨져있다.

¡ 이후 제10차 개정시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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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어 그

동안 정의 내렸던 물질들은 모두 비료의 원료가 되었다.

¡ 이러한 변천사를 통해 지정비료의 관리를 되짚어 보면 원

료물질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조 공정 또한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정규격을 설정하여 관

리하는 초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항목 공정규격

1976.12.31.

법 제정 

변경(제정) 변경(제정)사유

제3조(공정규격) ①농수산

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비료(특수비

료를 제외한다)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

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공

정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

수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

공정규격에서 특수비료는 제

외함을 명시함 

법 제정당시 특수비료의 거래

는 비료관리법 의 특색 중에 

하나로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

가소비하고 잉여분을 판매하

도록 하였음,

이를 판매업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법13조에 등록기준

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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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특

수비료로 지정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비료의 효력·경

제성·보급가치등을 검토하

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특수비료를 지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실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보통비료 및 특수비료 이

외의 비료는 공정규격의 설

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

적으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

할 수 없다.

제5차개정

1995.12.06

공정규격의 용어정리 및 공

정규격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현재 비료공정규격은 농림수

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

으며, 이에 따라 공정규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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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

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

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

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

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규격을 말한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농수산부장관은 공정규격

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

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

는 폐지할 수 있다.

②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

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

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

산부장관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설정된 비료는 총78종(보통비

료 66종, 부산물비료 12종)인

바,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본

법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부산물비료의 지정과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을 동일

한 기준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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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격설정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공

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는 30일전에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

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

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

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

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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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검토이유 ¡ 법 제정당시 공정규격을 보면 『제3조(공정규격) ①농수

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특수비

료를 제외한다)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

에 관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

다.』로 공정규격에서 특수비료는 제외한다고 정확히 명시

되어있다.

¡ 그러나 1995.12.06. 제5차 개정시 『제4조(공정규격의 설

정등) ①농수산부장관은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

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조항을 

신설하면서 지정규격을 설정하였으며 개정당시 국회전문

위원 의견서에는 『현재 비료공정규격은 농림수산부장관

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

료는 총78종(보통비료 66종, 부산물비료 12종)인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 법체계

적인 측면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본법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

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미 부산물

비료의 지정과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음)

¡ 비료관리법 제4조제①항,제②항,제④항에 따라 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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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진흥청고시를 보면,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에서 제①항 제1호 비료의 종류, 제①

항 제2호에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제①항 제3호에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제①항 제4호에서 그밖의 규격, 제①항 제5호 비고, 제

①항 제6호에서 비료의 원료를 지정항목으로 하여 운용하

고 있다.

¡ 또한,『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진흥청고시 제4조 제

⑥항은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3으로 하여 지정

규격을 표시하고 있고, 제⑦항은 제①항 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규격내의 원료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정규격을 설정하지 않은 비료

를 분리한 법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그 결과 모법 규정에도 없이 설정된 지정규격은 같은 재료

인데 종류마다 달리 설정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부산물 자체가 지정규격과 너무 동떨어진 

물질이 있는 등 품질관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항목 법 적용 예외 

제2차일부개정

1982.12.31

변경 변경사유

제23조(적용의 예외) ①비

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제24조 내

지 제26조를 제외한다)을 

법 제정당시 특수비료의 거래

는 비료관리법 의 특색 중에 

하나로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

가소비하고 잉여분을 판매하

도록 하였음,

이를 판매업으로 해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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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

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

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신설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업용 또는 사료용 비료는 농

업용 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

록 표식를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못하도록 법13조에 등록기준

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비료판매업의 

등록) ④농림축수산물의 생산

자가 그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로 생산되는 특수비료를 판매

하는 경우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 한다.로 정리되었던 

것이 법조항으로 바뀜 

제5차전부개정

1995.12.6

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비

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

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

제3호, 제31조제4호 및 제

3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특별한 사유와 검토 없이 제23

조에서 제3조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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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

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는 농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농업용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

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차일부개정

2003.3.19

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비

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축산농가는 축분처리시 무상

으로 인근농가에게 주는 경우

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축산

농가에 대한 법적용 배제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개정취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 중 무상으

로 유통․공급되는 비료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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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

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양오염 및 농작물 피해를 초래

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비

료판매업자의 범위에 부산물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

우까지 포함시켜 품질관리를 

하자는 것임

제1 0차일부개

정

2003.12.12

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비

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

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

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

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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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검토이유

¡ 법 제정당시 특수비료의 거래는 비료관리법 의 특색 중

에 하나로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가소비하고 잉여분을 판

매하도록 하는데서 시작되었음.

¡ 이를 판매업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법13조에 등록기준

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제5조(비료판매업

의 등록) ④농림축수산물의 생산자가 그 생산과정에서 부

산물로 생산되는 특수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로 정리

되었던 것이 법제23조를 거쳐 법제3조항으로 바뀜.

¡ 비료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자가제조하여 사용해오던 퇴

비 퇴구비 등을 비료관리법 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료관리체제의 특색이며 이를 

이용하는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의 관리

체계에서 제외시키려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법 제정당시에는 거래되는 량이 적어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국내 판매액 기준 화학비료를 능가하고 있어 비료

관리법 은 물론 유기성오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루 빨리 지정비료인 부산물비료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비료관리체계를 정비해야함 

항목 제조 원료관리 

제1 6차일부개

정

2012.10.22

변경 변경사유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

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

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
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
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 제조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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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

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

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

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개정 2012.10.22.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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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

재하지 아니 한 경우 

개정검토이유

¡ 『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2.> 1
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
재하지 아니 한 경우 』에 따라 최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음 

¡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
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
여 이를 비료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산물비료의 경우 원료의 상태가 매일 다를 수 있고 
보관 상태에 따라 변화가 심한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억울하게 제10호에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어 시급히 폐지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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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   론

비료관리법 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비료의 정의 규정을 두어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료와 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기

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특수비료를 지정비료로 규정하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료관리법 의 특징으로서, 그 근본 이유는 농어민이 생산하여 자가

소비하고 남은 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 것이다.

그러나 제2차 개정 당시 지정비료의 명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산물비료로 

바뀌면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토양미

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 자

체가 비료로 표현되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로 변질되었

던 것이고, 더 나아가 제5차 개정 시에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

여 음식물의 폐기물, 제조업 및 판매업의 부산물등도 비료화가 가능하도록 부

산물비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인분뇨, 음식물폐기물이 포함되었으며,

이 후 제10차 개정 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그동안 비료로 정의 내렸던 물질들은 

모두 비료의 원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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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는 법 제정 당시 “특수비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정규격을 설정

하는 비료의 통칭인 보통비료와 대별되는 비료의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물”이라는 명칭에서 풍기는 단어적 이미지로 인해 부산물이 바로 비료로 지목

됨으로써 관리에 혼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료관리법 개정의 변천

사를 통해 지정비료의 관리를 되짚어 보면 원료물질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조 

공정 또한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정규격을 설정하

여 관리하는 초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 제정 당시 제3조(공정규격)에 공정규격에서 특수비료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5차 개정 시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 등) 농수산

부장관이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근거로『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진흥청고시를 제정하여 부산물 비료를 

종류별로 지정하고 지정규격을 정하고 있는 바, 공정규격을 지정규격으로 둔갑

시켜 공정규격을 설정하지 않은 비료를 보통비료와 분리한 법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모법인 비료관리법 규정에도 없이 설정된 지정규격은 같은 재료

인데 종류마다 달리 설정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부

산물 자체가 지정규격과 너무 동떨어진 물질이 있는 등 품질관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비료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자가제조하여 사용해오던 퇴비 퇴구비 등을 

비료관리법 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료관리체

제의 특색이며 이를 이용하는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었으

나 그에 대한 관리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부산물비료가 법 제

정 당시에는 거래되는 양이 적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국내 판매액 

기준으로 화학비료를 능가하고 있어 비료관리법 은 물론 유기성오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상 부산물비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물이 곧

바로 비료로 지목되어 초래되는 관리상의 혼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부산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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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라는 명칭을 “기능성 비료”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하는 법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등 원료물질을 비료로 지칭하고 공정규격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바, 그에 대한 세부적 검토 및 

개선점은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지정비료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지정비료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50

참고 1  일본의 ｢비료관리법｣ 현황

1. ｢비료관리법｣

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7호

개정 1954년 4월 26일 법률 제75호

1956년 6월 11일 법률 제145호

1961년 10월 26일 법률 제161호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1982년 7월 23일 법률 제69호

1983년 5월 17일 법률 제40호

1983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993년 11월12일 법률 제89호

1994년 11월 11일 법률 제97호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1999년 7월 28일 법률 제111호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86호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3호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8호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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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비료 품질 등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사용을 확보

하기 위해 비료규격 및 사용기준의 공정, 등록, 검사 등을 함으로써 농업생산

력 유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비료」란 식품 영양에 이바지하는 것 또는 식물 재배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양에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주

는 것과 식물영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② 이 법률에서 「특수비료」란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쌀겨, 퇴비 기타 

비료를 의미하고 「보통비료」란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를 의미한다.

③ 이 법률에서 「보증성분량」이란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보통비료에 대하여 이에 함유되어 있는 보증된 주

성분(종류별로 정령에서 정한 비료의 주요 성분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의 

최소량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④ 이 법률에서 「생산업자」란 비료 생산(배합, 가공 및 채취를 포함. 이하 

동일)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고 「수입업자」란 비료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는다. 「판매업자」란 비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를 일컫는다.

(공정규격)

제3조 농림수산대신은 보통비료에 대해 종류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알맞게 

제각기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을 정

한다.

1. 다음 조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보통비료 함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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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최대량, 함유가 허용되는 식물에 있어서의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

2. 다음 조항 제1항 제3호, 제5호의 보통비료 함유가 허용되는 식물에 있어

서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공정규격을 설정하고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는 적

어도 해당 기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을 받을 의무)

제4조 보통비료를 업으로 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상

표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비료에 있어서는 농림수산

대신의 등록을, 제7호 비료에 있어서는 생산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보통비료에서 공정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독점적으로 등록을 받은 보통비료(제3호에서 제5호

까지의 보통비료는 제외)가 원료로서 배합되는 보통비료에 있어서 농림수산

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지정배합비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보통비료(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비료 및 

석회질 비료는 제외)

2. 화학적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보통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고토(산화마그네슘) 이외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보증하는 것(제4호

에 게재한 것은 제외)

3. 진흙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보통비료 기타 원료 특성으로 보아 각 메이

커의 주요 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보통비료로 식물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제5호에 게재한 것은 

제외)

4. 함유 성분 물질이 식물에 잔류하는 성질(이하 「잔류성」)로 보아 사용방

법에 따라서는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

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보통비료(이하 「특정보통비료」로 하고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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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보통비료이고 제3호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보통비료에 해당하

는 것 

6. 앞의 각 호에 게재하는 보통비료의 한 종류 이상이 원료로서 배합되는 보

통비료(앞의 3호에 게재하는 것은 제외)

7. 앞의 각 호에 게재하는 보통비료 이외의 보통비료(석회질 비료 포함)

②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지 않는 지역을 지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정

령에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 등」)는 공정규격이 정해진 전 항 제

6호에 게재하는 보통비료(동일 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게재하는 보통비료 

중 한 종류 이상이 원료로서 배합되는 것은 제외)를 업으로 하여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해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 소

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보통비료를 업으로서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상표마다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보통비료에서 공정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지정배합비료 및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

을 받은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록을 받을 의무)

제5조 보통비료에서 공정규격 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지정배합비료 및 제33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는 제외)을 업으로 하여 생

산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상표마다 농림수산대

신의 가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및 가등록 신청)

제6조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비

료의 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에는 비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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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성분량 기타 규격(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게재하는 비료는 허

용된 함유식물의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규격. 제10조 제5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와 동일)

4.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5. 보관 시설의 소재지

6. 원료, 생산 방법 등으로 보아 식물에 해가 없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

히 필요한 것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료 및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게재하는 비료 등록은 식물에 대한 해에 관한 재배시험 성적

7. 특정 보통 비료 등록은 적용식물의 범위

8. 농작물이 적용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정보통비료 등록은 사용방법 및 

잔류성에 관한 재배시험의 성적

9. 가등록은 사용방법 및 재배시험의 성적

10. 특정보통비료의 가등록은 적용식물의 범위

11.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의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에 대한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 금액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제7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이 있었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은 독

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이하 「센터」)에게 도도부현 지사

는 직원에게 신청자의 기재사항 및 비료의 견본에 대해 조사시켜 당해 비료

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또한 당해 비료의 명칭이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당해 비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조사 결과 제6조 제1항 제6호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료 및 제4조 제

1항 제3호 및 제5호에 게재하는 비료에 관해서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당

해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식물에 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농작물이 적용식

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보통비료는 신청서에 기재된 적용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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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당해 특정 보통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간과 가

축에게 생길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항목, 조사방법 외 전 항의 조사 실시에 관해 필요사항은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특정보통비료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려

고 할 때는 후생노동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등록)

제8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대신은 

센터에 신청자의 기재사항 및 비료 견본에 대해 조사 하도록 한다. 단, 신청

과 관련한 비료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조사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조사에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비료의 주성분 함

유량 및 그 효과 기타 품질이 공정규격이있는유사한종류의비료와동등하다

고인정되어당해비료의명칭이제26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한 경우는, 당해 비료의 가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당해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 식물에 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와 농작물이 적용식물 범위에 포함되는 특정보통비료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

된 적용식물의 범위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당해 특정보통비료를 사용할 경우

에,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있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조항(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보통비료의 가

등록에 대해 준용한다.

제9조 농림수산대신은 가등록되어 있는 비료에 대해 센터에 비료 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시험 성적이 진실이라고 판단될 때는 지

체 없이 제3조 규정으로 공정규격을 정함과 함께 당해 비료를 등록하지 않으

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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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비료효과시험에 대해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시험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시험 성적인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는 농림수산대신은 유효기간 중이어도 당해 비료의 가등록을 취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가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가등록증을 농림수

산대신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증 및 가등록증)

제10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또는 가등록했을 때 당해 등

록 또는 당해 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

증 또는 가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가등록의 경우는 가등록 번호 및 가등록 연월일)

2.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3.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5. 보증성분량 기타 규격

6. 특정보통비료는 적용 식물의 범위

7. 농작물이 적용식물 범위에 포함되는 특정보통비료에 있어서는 사용방법

제11조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또한 생산자에게는 복사본을 당해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비치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및 가등록의 유효기간)

제12조 등록 유효기간은 3년(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보통비료는 6

년)으로 하고 가등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 항의 등록 유효기간은 신청해서 갱신할 수 있다. 단, 공정규격의 변경

에 따라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된 보통비료 또는 공정규격 폐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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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종류에 따라 공정규격의 규정이 없어진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가등록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내에 제9조 제1항 비료효과시험에 

의거한 비료 효과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갱신

할 수 있다.

④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1호에 게재하

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농림수산대신의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실비 금액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의 신고 의무)

제13조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이 있었던 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

고하고 또한 변경이 있었던 사항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

당할 경우는 서류 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또는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2.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장 명칭 또는 소재지

3. 보관하는 시설의 소재지

② 상속,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등록 또는 가등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날부터 2주일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 또는 가

등록증 서류 교부(분할로 보통비료 생산 또는 수입 사업 일부를 승계한 자는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멸실하거나 오손한 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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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에 따라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당해 보통비료의 명

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림수산대

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고 또한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 서류 교부

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청에 의한 적용식물 범위 등의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제13조 2 특정보통비료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 도는 가등록과 관

련한 적용식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농림수

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 및 특정보

통비료의 견본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고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센터에 신청서

의 기재사항 및 특정보통비료의 견본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 당

해 신청과 관련한 적용식물의 범위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당해 특정보통비료

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

된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하고 또한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 규정을 전 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 규정을 전 항 규

정에 의한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에 대해서는제7조 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직권에 의한 사용방법의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등록 또는 가등록 취소)

제13조 3 농림수산대신은 실제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특정 보통비료가 등

록 또는 가등록 관련 적용식물이 사용되는 경우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태 발생을 방지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특정보통비료의 등록 또는 가등록과 관련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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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는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3항 규정은 전 항 규정으로 인한 변경 등록이나 가등록, 또는 등

록 또는 가등록의 취소에 대해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 규정에 의해 변경의 등록이나 가등록을 하고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취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당해 처분 상대에 대해 그 취

지 및 이유를 통지한다. 또한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의 경우는 변경 후의 사

용 방법을 기재한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및 가등록의 실효)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등록 또는 가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정산이 종결하였을 때.

2.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가 당해 비료 생산 또는 수입 사업을 폐지하

였을 때.

3. 도도부현 지사에 등록을 한 생산업자가 당해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전하였을 때.

4. 당해 비료의 보증성분량, 등록증, 가등록증에 기재된 기타 규격을 변경하

였을 때.

5. 당해 비료가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한 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 보통비료로 지정되었을 때.

(등록 또는 가등록의 실효 신고 등)

제15조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나 제14조(제5호는 제외)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가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는 당해 등록 또는 가등록

을 받았던 자(동조(同条) 제1호의 경우는 정산인)는 지체 없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첨부하여 효력을 잃은 사유 및 해당 연월일을 농림수산대신 또

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지체 없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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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증 또는 가등록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 전 사용방법을 기재한 등

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반납하지 않

으면 안 된다.

1.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이 되었을 경우 당

해 변경과 관련한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

2.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당해 

취소와 관련한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

3. 제14조(前条) 제5호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한 것이 효력을 잃었을 

때 당해 실효와 관련한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

(등록 및 가등록과 관련한 공고)

제16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경우,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등록을 취

소한 경우, 제13조의 3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등록 또는 가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4조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

이 실효한 경우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등록번호 또는 가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3. 보증성분량 기타 규격

4. 특정보통비료는 적용식물의 범위

5. 농작물이 적용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보통비료에 대해서는 사

용방법

6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 항 제2호의 비료 명칭 또는 동일 항 제6호 사항에 관련하여 변경 

신고가 있을 경우는 당해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3조의 2 제2항 또는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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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을 했을 경우 당해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

으면 안 된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공고 사항을 신속하게 농림수산대신과 모든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신고)

제16조 2 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업 개시 2주전까지 수입

업자 및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통사료가 한 종류 이상 원료로 

배합되는 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기타 생산업자는 생

산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 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

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비료 명칭

3.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보관 시설의 소재지

② 농업협동조합 등이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보통비료가 한 종류 

이상 원료로 배합되는 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인 경우는 전 항의 규정과 관

계없이 당해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게, 동일 항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도 동일하다.

(생산업자 보증표 및 수입업자 보증표)

제17조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보통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농림

수산성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

(용기 및 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짐 또는 개별로. 이하 동일.)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이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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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당해 비료가 자기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당해 보증표가 없어지거

나 기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다. 단, 수입업자가 제33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를 수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라는 문구

2. 비료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 또는 지정배합비료의 경우에는 비료의 

명칭)

3. 보증성분량(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게재하는 보통비료는 종류마

다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주요 성분의 함유량)

4.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생산 또는 수입한 연월

6. 생산업자는 생산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7. 정미중량

8. 지정배합비료 이외의 비료는 등록번호 또는 가등록 번호

9. 특정보통비료는 등록 또는 가등록과 관련한 적용식물의 범위 및 사용방법

10. 제2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이물질을 혼합한 경우는 혼합한 물질의 명칭 

및 혼합 비율

11. 가등록을 한 비료 또는 지정배합비료는 그 내용을 표시

12.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 수입업

자는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열거나 변경하였을 때, 용기 또는 포장

이 없는 당해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했을 경우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대로 지체 없이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

입업자 보증표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업자 보증표가 붙어 있지 않거

나 기재가 불분명한 비료를 수입한 경우와 수입한 비료가 자기 소유이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생산업자 보증표가 소실되거나 기재가 불분명해졌을 때도 

동일하다.

1. 수입업자 보증표라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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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한 연월

4. 전 항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 게재 사항

5. 생산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생산 연월

7. 생산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8.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라는 표시

③ 전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은 동일 항 수입업자가 모르는 경우는 동일 항 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판매업자 보증표)

제18조 판매업자는 보통비료의 용기나 포장을 열거나 변경하였을 때, 또는 용

기나 포장 없는 보통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였을 경우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다음 사항

을 기재한 판매업자 보증표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업자 보증표, 수입

업자 보증표 및 판매업자 보증표(이하 「보증표」)가 붙어있지 않거나 기재

가 불분명한 보통비료를 인도받았을 경우나 인도받은 보통비료가 자기 소유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안에 보증표가 소실되거나 보증표 기재가 불분명해

진 경우도 동일하다.

1. 판매업자 보증표라는 문구

2.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에 게재한 사항

4. 판매업자 보증표를 붙인 연월

5.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

을 한 보통비료는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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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는 그 내

용을 표시

②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전 항 제5호 사항,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판매업자가 모를 경우는 전 항의 판매업자 보증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 등의 제한 또는 금지)

제19조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보통비료(지정배합비료는 제외)

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았거나 보증표가 붙어 있는 것, 지정 배

합 비료에 대해서는 보증표가 붙어있지 않으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해 비료의 규격이 등록증이나 가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적

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및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는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

우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보통비

료를 양도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3조의 3 제1항(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하고, 등록 또는 가등록을 취

소한 경우와 기타의 경우 특정보통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가축에게 피

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는 농림수산성령으로서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해 당해 

특정보통비료에 대해 보증표 기재를 변경하지 않으면 양도나 인도를 해서는 

안 되고, 기타 양도 또는 인도를 제한하고 양도나 인도를 금지할 수 있다.

(보증표 기재사항의 제한)

제20조 보증표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1항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 상표, 상호,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

는 짐 번호 및 출하 연월 이외 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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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등의 표시 명령)

제21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이나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 또는 수리한 신고서와 관련한 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당해 비료의 사용상, 보관상 주의나 원료의 사용비율, 기타 품

질이나 효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해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해야 할 내용을 명령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제21조의 2 비료를 사용하는 자는 특정보통비료에 대한 보증표(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인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제외)가 없으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타 농림수산성령

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보통비료 사용의 규제)

제21조의 3 농림수산대신은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특정보통비료가 

정해졌을 때는 특정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수산성령에 따라 사용 시기 및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해 당해 특정보통비료를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기

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농림수산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 항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정보통비료는 제1항의 기준(전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기준)에 위반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는 후생노동대신 및 환경대신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특수비료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제22조 특수비료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사업 개시 2주일 전까지 생산한 사업

장의 소재지 및 수입 장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다음의 게재사항

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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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및 주소(법인은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비료의 명칭

3.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보관하는 시설의 소재지

② 특수비료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전 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당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을 폐지한 경우도 동일하다.

(특수비료의 표시 기준)

제22조의 2 농림수산대신은 특수비료 중 소비자가 구입 시 품질 식별이 현저히 

곤란하고 또한 사용상 품질을 식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품질의 표시 적정

화를 꾀한다는 필요에 의해 정령에서 정한 종류를 대상으로 그 종류 마다 다

음에 게재하는 사항 중 표시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해 이를 고시하도록 한다.

1. 주요 성분의 함유량, 원료, 기타 품질에 관해 표시해야 할 사항

2. 표시 방법, 기타 전(前)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표시할 때 생산업자, 수입업

자 또는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도도부현 지사는 특수비료의 종류를 제시하고 전 항의 표시 기준이 될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할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시 등)

제22조의 3 농림수산대신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동항 제1호에 게

재한 사항(이하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동항 제2호에 게재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업자, 수

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을 때는 당해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

매업자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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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대한 신고)

제23조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업무를 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에서 판매업무를 개시한 후 2주일 이내에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당

해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판매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3.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에 있는 보관 시설의 소재지

②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 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

우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당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매업무를 폐지 한 경우도 동일하다.

(부정사용 등의 금지)

제24조 누구나 보증표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하고 변

조한 보증표 에 혼동되는 내용을 자신이 판매하는 비료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서는 안 된다.

② 다른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 상표, 상호 또는 다른 비

료의 명칭이나 성분을 표시한 용기나 표장은 표시를 삭제하지 않으면 누구

나 자신이 판매하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물질 혼입 금지)

제25조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판매하는 비료에 품질

이 저하하는 이물질을 혼입해서는 안 된다. 단, 정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보통

비료 생산업자가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공정규격에서 정한 농약 기타 물질

을 공정규격에 의해 혼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 선전 등의 금지)

제26조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판매하는 비료의 주성

분 함유량 또는 효과에 관해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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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판매하는 비료에 대해 주성

분 또는 효과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부 비치)

제27조 비료 생산업자는 생산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를 생산했을 

때는 매일 그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비료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판매 업무를 행하

는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를 구입, 수입, 또는 생산업자, 수입업

자,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는 그 때마다 명칭, 수량, 연월일 및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전 2항의 장부는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조 삭제

(보고의 징수)

제29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비료 운송업자, 운송 취급업자, 창고

업자, 비료 사용자로부터 업무 또는 비료 사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9조 제3항, 제22조의 3, 제31조 제4항 또는 제31조의 

2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판매업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법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판매업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준

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9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를 양도하거나 인도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농림

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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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등)

제30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비료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원에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 비료 운송업자, 운송 취급업자, 창고

업자, 비료 사용자의 사업장, 창고, 차량, 포장, 기타 비료 생산, 수입, 판매,

수송, 보관 업무, 비료 사용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비료, 원료, 업무,

비료 사용 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비료 또는 원료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9조 제3항, 제22조의 3, 제31조 제4항, 제31조의 2 규

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직원에게 판매업자의 사업장, 창고, 기타 

비료 판매업자에게 관계 있는 장소에서 비료,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작성,

비치, 보존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고 전자계산기

에 의한 정보처리 용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성, 비치, 보

존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제33조의 3 제1

항 및 제2항과 제33조의 5 제1항 제6호은 동일)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비료 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장, 판매업자의 사

업장, 창고 기타비료 판매 업무에 관계 있는 장소에서 비료 또는 업무에 관

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비료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 또는 질문한 

경우에 있어서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 제19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를 양도하거나 인도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농림

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 질문, 수거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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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직무를 행하는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직원은 신

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하

지 않으면 안 된다.

⑦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

료나 원료를 수거시켰을 때는 당해 비료나 원료 검사 결과를 신문이나 그 

외 방법으로 공표한다.

(센터에 의한 현장검사 등)

제30조의 2 농림수산대신은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센터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장, 창고, 차

량, 포장 기타 비료 생산, 수입, 판매, 수송 또는 보관 업무, 비료 사용에 관계 

있는 장소에서 비료, 원료 또는 업무, 비료 사용 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비료나 원료를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현장검사, 질문 또는 수거

(이하 「현장검사 등」)를 하게 할 경우에는 센터에 대해 당해 현장검사 기

일, 장소, 기타 필요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③ 센터는 전 항의 지시에 의해 제1항의 현장검사를 했을 때는 농림수산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제29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에 대해 동조 

제7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거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행정처분)

제31조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 또는 신고와 관련한 

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률이나 법률에 의거한 명령 규

정에 위반했을 때는 이들에 대해 당해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등록 또는 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신고와 관련한 판매업자, 등록 보통비료 또는 신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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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신고와 관련한 특수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명령 규정에 위반한 경우(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는 이들을 상대로 

당해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생산업자에 대해 당해 

비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또는 가등록한 보통비료, 지정

배합비료 또는 특수비료를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 식물에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 발생을 방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

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비료와 관련한 생산업자 또

는 수입업자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전 항에 규정하는 당해 비료와 관련한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당해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제

한하거나 금지하고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검사방법에 따라 센터에 비료를 검사하게 한 결과 비료

의 품질이 불량이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라

고 인정될 경우에 사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당해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제2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물질이 혼입됨으로써 식물에 

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료 또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식물

에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판매업자가 판매할 때는 피해 발생이 광역

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당해 비료 판매업무를 하는 사업

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매

업자에게 처분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

체 없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반

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처분(등록 또는 가등록 취소는 제외)을 한 경우 농

림수산대신은 모든 도도부현 지사에게,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대신 및 

모든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속하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72

(회수 명령 등)

제31조의 2 농림수산대신은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9조 제1

항, 제3항, 제30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를 양도하거나 인도한 경우,

당해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

이 생산되는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당해 비료의 

회수할 것,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등록 및 가등록 제한)

제32조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이 취소

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다시 등록 또는 가등록

을 받을 수 없다.

(청문 특례)

제33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의 

제한이나 금지,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비료의 양도, 인도, 사용 제한, 금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3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 구분에 불구하고 청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제9조 제3항, 제13조의 3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의 취소,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른 변경 등

록 또는 가등록,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비료 양도, 인도 제한, 금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료 양도, 인도, 사용 제한, 금지처분에 관련한 청문 

기일의 심리는 공개에 의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 생산 비료 등록 및 가등록)

제33조의 2 외국에서 일본영토에 수출되는 보통비료(지정배합비료는 제외)를 

업으로 하여 생산하는 자는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상표마다 공정규격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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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있는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공정규격이 정해지

지 않은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일본영토 

내에서 품질의 불량한 비료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위한 

자를, 일본영토 내에 주소를 가진 자(외국법인으로 일본에 사무소가 있는 당

해 사무소 대표자를 포함) 중, 당해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 때 선임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 외국 생산

업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자(이하 「국내 관리인」)를 변경하

였을 때, 국내관리인은 성명, 명칭,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

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등록 외국 생산업자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하는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가 본토에 

수출되는 것을 생산한 경우는 매일 그 명칭, 수량을, 당해 비료를 판매한 경

우는 그 때마다 명칭, 수량, 연월일, 상대방 성명, 명칭을 기재하고 기재한 

사항을 국내관리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장부를 2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국내관리인은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에 장부를 비치하고 전 항의 규정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장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2조, 제14

조(제3호는 제외) 및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에 대해, 제9조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 2,

제15조, 제17조 제1항(단서는 제외),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등록 외국 생산업자에 대해, 제13조의 3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과 관련한 특정보통비료에 대해, 제26조의 규정은 등록 외국

생산업자 및 국내 관리인에 대해,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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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이들 규정 중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

사」는 「농림수산대신」로,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성명, 주소」는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으려는 자 및 그 

자가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임한 자의 성명 및 주소」로, 동항 제4호 

중 「생산업자에 있어서는 생산한다」라는 것은 「생산한다」로, 제11조 

중 「생산업자에 있어서는 그 복사」라는 것은 「그 복사」로, 제13조 제

1항 중 「2주일」이란 것은 「30일」로, 동항 제2호 중 「생산업자는 생

산한다」라는 것은 「생산한다」로, 동조 제2항 중 「2주일」이란 것은 

「30일」, 제 14조 제2호 중 「생산 또는 수입」이란 것은 「생산」으로,

제16조 제1항 중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것은 「제33조의 

5 제1항」으로, 동항 제6호 중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라는 것은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자가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자」로, 동조 제2항 중 「제13조 제1항 

또는 제4항」은 「제13조 제1항, 제4항, 제33조 2 제3항」으로, 제17조 제

1항 중 「보통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였다」는 「제33조의 2 제1항 규

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본토에 수출된 것을 생산

했다」로,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는 「생산업자 보증

표」로, 동항 제5호 중 「생산 또는 수출했다」는 「생산했다」로, 동항 

제6호 중 「생산업자는 생산했다」는 「생산했다」로, 동항 제11호 중 

「가등록을 받은 비료 또는 지정배합비료는 그 내용」은 「제33조의 2 제

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라는 내용」으로, 제

20조 중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1항 각 

호」는 「제17조 제1항 각 호」로, 「또,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에 있어서는」는 「또」로, 제21조 중 「명령하다」는 「청구하

다」로, 제25조, 제26조 중 「생산, 수입하고 또는 판매하는 비료」는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본

토에 수출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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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리인과 관련한 현장검사 등)

제33조의 3 농림수산대신은 비료 단속상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통해, 국내관

리인사무소 기타 업무에 관련 있는 장소에 들어가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경우에서 필요할 때는 센터에 국내관리인의 사

무소 기타 업무에 관계 있는 장소에 들어가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

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또는 질문에 

대해, 제30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검사 또는 질문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외국생산비료 수입)

제33조의 4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 

수입업자는 사업 개시하기 2주일전까지 농림수산대신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당해 수입업자가 당해 비료의 등록 외

국 생산업자 또는 국내관리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수입하는 비료의 등록번호 또는 가등록 번호

3. 보관하는 시설의 소재지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동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을 폐지한 때도 동일하다.

③ 수입업자는 부정하게 사용된 보증표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보증표 기

타 보증표에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 붙은 비료(용기 또는 포장에 이러한 것

이 붙어있는 경우의 당해 비료 포함)로 수입과 관련한 것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수입업자는 타인의 성명, 상표 또는 상호, 다른 비료의 명칭 또는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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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한 비료 중 수입과 관련한 것은 그 표시를 삭

제하지 않으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

(외국 생산 비료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의 5 농림수산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등록 외국 

생산업자에 대해 등록 또는 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다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본토에 

수출되는 것에 한함)로 생산업자 보증표가 붙어있지 않은 것을 양도한 때.

2.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21조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3.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본

토에 수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표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적으로 사

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보증표 기타 보증표에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당해 

비료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붙었을 경우.

4. 타인의 성명, 상표, 상호, 타 비료의 명칭 또는 성분을 표시한 용기나 포장

에서 그 표시를 삭제하지 않고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

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본토에 수출되는 것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서 사용한 경우.

5. 농림수산대신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등록 외국 생

산업자를 대상으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 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된 경우.

6. 농림수산대신이 비료 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 또는 센터에 

등록 외국 생산업자의 사업장, 창고 기타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본토에 수출되는 물건의 생산 또

는 판매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당해 비료, 원료 또는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위해 필

요한 최소량의 당해 비료 또는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검사 또는 요청이 거부당하거나 방해 받거나 또는 기피되는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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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농림수산대신이 제3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센터에 제33

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보통비료를 검사하게 

한 결과 비료 품질이 불량이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농산물이라고 판단되어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외국 생산업자에 

대해 당해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의 제한이나 정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

하고 당해 등록 외국 생산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9.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 시 부정행위를 한 때.

10. 국내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이 국내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

을 때.

11. 등록 외국 생산업자 또는 국내관리인이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명령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간은 당해 보통비료에 대해 새로이 등록 또는 가등록 받을 수 없다.

④ 제33조 제1항 규정은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13조의 3 제1항 규

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처분에 대해, 제33조 제2항 규정은 제33조

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9조 제3항 또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 또는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 취소 또는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

는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처분과 관련한 청

문에 대해, 제34조 제2항 규정은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1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 처분에 대해 준용한다. 제33

조 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처분에 대해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9조 제3항 또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 또는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 내지 가등록 취소 또는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등록 또는 가등록 처분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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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 대해, 제34조 제2항 규정은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센터에 대한 명령)

제33조의 6 농림수산대신은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3조의 2 제2항(이 

규정을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조사, 제9조 제1항(제33

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시험, 제30조의 2 제1항의 현장검사 

등, 제31조 제4항의 검사, 제33조의 3 제2항의 현장검사, 질문 업무의 적정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센터에 당해 업무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불복 제기)

제34조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도도부

현 지사가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도도부현 지사가 신청을 각하했다고 간주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 제31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료 양도나 인도 제한, 금지처분(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은 제외) 또는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명령 처분

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는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해 미리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고 공개에 의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 제한 

또는 금지 처분(판매업자에 대한 처분에 한함)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는 이의신청인에 대해 미리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고 공개에 의해 의견 청취

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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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제35조 비료를 수출하기 위해 생산, 수입, 양도, 수송하고 또는 보관하는 경우 

및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생산, 수입, 양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생산, 수입, 양

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 신속하게 그 내용

을 농림수산대신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한의 위임)

제35조의 2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의 구분)

제35조의 3 이 법률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게 되는 사무 중 다음에 

게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1.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4항, 제

13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6조의 2, 제22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 제29조 제4항, 제30조 제4항 및 제7항, 제31조 제3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판매업자에 관련한 

것은 제외)

3.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게 되는 사무 중 다음에 

게재 사항 이외의 것

가. 제19조 제2항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제21조의 규정 

위반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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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와 관련한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가에 게재하는 것은 제외)

4.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수리(전 호 가에 게재하는 처

분과 관련하는 것은 제외)

5.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제3호 가 및 나에 게재하는 처분에 관

련한 것은 제외)

(경과 조치)

제35조의 4 이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는 

그 명령으로 제정 또는 개폐에 동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포함)를 정할 수 있다.

(벌칙)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하지 않고 보통비료

를 업으로서 생산하거나 수입하고, 또는 제4조, 제5조 또는 제33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3항, 제25조 또는 제33조의 4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 제3항의 농림수산성령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에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표에 허위 기재를 한 자

5.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보증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보

증표에 혼란스러운 것을 자신이 판매하는 비료 또는 용기, 포장에 붙인 자

6. 제31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료의 양도 또는 인도, 사용제

한, 금지사항에 위반한 자

7.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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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의 2, 제22조, 제23조, 제33조의 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24조 제2항, 제26조(제33조의 2 제6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33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 제1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

나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표에 법정 사항 이외 사항을 기재한 자

제3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기재

하지 않고 또는 허위 기재를 한 자

5. 제29조 제1항(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2항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또는 허위 보고한 자

6.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해 답변

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한 자

7. 제30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

나 허위 답변한 자

제40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제36조에서 전 조 까지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해당 사람에게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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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 제1호, 제2호(제19조 제1항과 관련한 부분에 한함), 제3호, 제4호,

제7호 1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36조(전 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각 조의 

벌금형

제41조 제33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센터의 임원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2조 제9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제31조 제6항 또는 제33조

의 2 제5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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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단속법 시행 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공정 개요 기재

를 필요로 하는 보통비료를 지정하는 건

1984년 3월 16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98호 시행 1984년 4월 1일

이 기간 11회 개정

개정 1999년 5월 13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705호 시행 1999년 6월 12일

2000년 1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2호 시행 2000년 2월 28일

2001년 5월 1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41호 시행 2001년 6월 10일

2002년 3월 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39호 시행 2002년 4월 10일

2003년 2월 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23호 시행 2003년 3월 10일

2004년 1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73호 시행 2004년 5월 1일

2004년 4월 23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74호 시행 2004년 5월 25일

2005년 2월 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55호 시행 2005년 3월 9일

2012년 8월 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987호 시행 2012년 9월 7일

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50호 시행 201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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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암모니아, 초산석회, 아세트알데히드 축합뇨소, 이소부틸 알데히드 축합뇨

소, 황산 구아닐 뇨소, 옥사미드, 초산암모니아소다 비료, 초산암모니아석회비

료, 초산고토비료, 부식산 암모니아비료, 피복질소비료, 글리옥살 축합 뇨소,

호름알데히드 가공뇨소 비료, 메티롤뇨소 중합비료, 부산질소비료, 액상질소비

료, 혼합질소비료, 액체부산질소비료,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인산고토비

료, 용성인비,, 소성인비, 피복인산비료, 액체인산비료, 용성규산인비, 용성진흙

재 규산인비, 광재인산비료, 가공인산비료, 가공광재인산비료, 부식산인비, 부

산인산비료, 혼합인산비료, 황산칼륨, 황산칼륨고토, 중탄산칼륨, 조제(粗製)

칼륨염, 가공고즙칼륨비료, 부식산칼륨비료, 규산칼륨비료, 피복칼륨비료, 액체

규산칼륨비료, 용성규산칼륨비료, 부산칼륨비료, 혼합칼륨비료, 고기찌꺼기 분

말, 육골분(가루), 증제저각분, 증제저각골분, 증제모분, 건혈 및 그 분말, 생골

분, 증제골분, 증제피혁분, 옥수수침지액비료, 건조균체비료, 가공가금분 비료,

어폐물 가공비료, 부산동물질비료, 부산식물질비료(간장 생산 시에 부산되는 

것은 제외), 혼합유기질비료(식물유찌꺼기 및 그 분말 중 2 이상을 혼합한 것 

제외), 용성복합비료, 화성비료,, 혼합동물배설물 복합비료, 혼합퇴비복합비료,

성형복합비료, 흡착복합비료, 피복복합비료, 부산복합비료, 배합비료, 액상복합

비료, 용성진흙재 복합비료, 혼합진흙 복합비료, 가정원예용 복합비료,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슘비료, 조개화석비료, 부산석회비료, 혼합석회비료, 광재규산질

비료, 실리카겔비료, 실리카 히드로겔비료, 규회석비료, 경량기포콘크리트 분

말비료, 황산고토비료, 수산화고토비료, 초산고토비료, 탄산고토비료, 가공고토

비료, 부식산고토비료, 리그닌고토비료, 피복고토비료, 부산고토비료, 혼합고토

비료, 황산망간비료, 탄산망간비료, 가공망간비료, 광재망간비료, 부산망간비

료, 액체부산망간비료, 혼합망간비료, 용성붕소비료, 가공붕소비료, 용성미량요

소 복합비료, 액체미량요소 복합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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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1950년 6월 20일 농림수산성령 제64호

이 기간 6회 개정

2001년 3월22일 농림수산성령 제59호

2001년 3월 30일 농림수산성령 제76호

2001년 5월 10일 농림수산성령 제98호

2003년 6월 25일 농림수산성령 제63호

2004년 3월 18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2004년 4월 23일 농림수산성령 제40호

2006년 11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4호

2007년 3월 30일 농림수산성령 제29호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11호

2012년 8월 8일 농림수산성령 제44호

2013년 12월 5일 농림수산성령 제71호

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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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배합비료)

제1조 비료단속법(이하 「법」)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

하는 보통비료는 오직 등록된 보통비료가 원료로 배합되는 보통비료 중 다

음 각 호의 보통비료 이외의 것(가정원예용 비료(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

장 외부에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가 오직 가정원예용인 

것을 표시한 것으로 또한 정미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을 가리킨다. 이

하 동일.)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보통비료 이외의 것)으로 한다.

1. 다음 보통비료 중 어느 하나를 원료의 하나로 배합한 보통비료

가. 사고비료 

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이 혼입된 보통비료

다. 토양중의 초산화성을 억제하는 재료가 사용된 보통비료

라. 액상 보통비료 

마. 소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보통비료(소, 면양, 산양, 사슴 등 소를 유

래로 하는 원료로 생산된 비료 섭취에 기인하여 생기는 이들 가축의 

전달성 해면상 뇌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섭취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재료(농림수산대신

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나 원료 사용, 또는 당해 질병 발생 예방에 효

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원료 가공, 기타 필요한 조치가 행

해진 것은 제외)

2. 석회질 비료 또는 규산질 비료(실리카겔 비료는 제외)에 속하는 보통비료

와 당해 비료가 속하는 종별과 다른 종별에 속하는 보통비료(알칼리분을 

보증하는 것(혼합인산비료는 제외) 또는 고토비료에 속한 것(수용성 고토

를 보증하는 것은 제외)은 제외)를 원료로 혼합한 보통비료

3. 배합 시 비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을 혼입한 보통비료

4. 배합 시 제4조 제3호에 게재한 재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

를 사용한 보통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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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을 함유할 위험이 높은 보통비료)

제1조의 2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보통비료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진흙(슬러지)비료

2. 시뇨(분뇨)진흙비료

3. 공업진흙비료

4. 혼합진흙비료

5. 소성진흙비료

6. 진흙발효비료

7. 수산부산물발효비료

8. 황산 및 그 화합물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서 양식)

제1조의 3 법 제6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5조 제1항, 제7조의 2 제1항 및 제7조의 3 제1항도 동일)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에 있어서 등록 신청은 별기 양식 제1호, 가등록 신청

은 별기 양식 제2호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증성분량의 기재방법)

제2조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법 제33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보증성분량은 100분의 1 이상을 보증하

는 주성분에 한하도록 하고, 1000분의 1 미만이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단,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및 가

정원예용 복합비료의 주성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물 피해에 대한 재배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비료)

제2조의 2 법 제6조 제1항 제6호(법 제33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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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다음 조에 대해서도 동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료는 다음에 게재

하는 종류에 속하는 보통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것은 제외)로 한다.

1. 부산질소비료

2. 액체부산질소비료

3. 용성진흙재 규산인비

4. 부산인산비료

5. 건조균체비료

6. 흡착복합비료

7. 부산복합비료

8. 용성진흙재 복합비료

9. 부산고토비료

10. 부산망간비료

11. 액체 부산망간비료

(식물피해에 관한 재배시험의 성적)

제2조의 3 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식물에 대한 피해에 관한 재배시험 성적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시험 목적

4. 시험 설계

가. 공시(供試)비료 및 대조비료의 종류 및 명칭 및 분석성적

나. 공시(供試)토양의 토성 및 충적토 또는 홍적토의 구분

다. 공시작물의 종류 및 품종 

라. 시험비료의 설계 

마. 시험구의 명칭 

바. 재배방법 

5. 관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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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결과

가. 발아조사성적 

나. 생육조사성적 

다. 이상증상 

7. 고찰

8. 당해시험기관 책임자의 증명

② 전 항 제4호 마.의 시험구에는 대조구를 준비하고 항 제6호 시험결과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공시작물의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등록 신청에 필요로 하는 재배시험 성적)

제3조 법 제6조 제1항 제9호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재배시험 성적을 신청자에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

면 안 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시험 목적

4. 시험 설계

가. 공시(供試)비료의 명칭, 분석 성적, 대조비료의 종류(지정배합비료의 

경우는 그 내용), 명칭, 분석 성적

나. 포장시험의 경우는 위치, 논밭 구분, 지질, 토성 및 경토의 깊이, 용기 

내 시험의 경우는 공시토양의 토성 및 충적토 또는 홍적토 구분

다. 공시(供試)작물의 종류 및 품종 

라. 시비(施肥: 논밭에 거름 주는 일) 설계 

마.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 

바. 재배방법 

5. 관리 상황

6. 시험결과

가. 발아조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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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육조사성적 

다. 이상증상 

라. 수확량 조사성적 

7. 고찰

8. 당해 시험기관의 책임자 증명

②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재배시험 성적에 대해 준용한다.

(신청서 기재사항)

제4조 

법 제6조 제1항 제11호(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농림수

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통비료로 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것은 생산공정의 개요

2. 제1조의 2에 정하는 보통비료는 원료 사용비율 및 생산공정의 개요

3. 비료의 고결(固結: 엉기어붙음), 비산, 흡습, 침전, 부상(浮上), 부패, 악취

를 방지하고 입자화, 성형(成形), 전착(展着), 조성의 균일화, 탈수, 건조,

응집, 발효 또는 효과의 발현을 촉진하고 착색이나 토양에서 분산을 촉진

하고 반응을 완화한다. 또는 초산화성을 억제하는 재료 또는 제1조 제1호 

마.의 섭취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사용한 보통비료는 재

료의 종류, 명칭, 사용량 

4. 공정규격의 규칙이 없는 보통비료는 원료 사용비율, 생산공정, 공정에 있

어서의 화학반응의 개요

(견본 제출)

제5조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비료 견본의 양은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비료 한 건에 500그램 이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비료 견본에는 용기 외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를 붙이지 않

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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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에는 비료의 명칭)

3. 함유 주성분량(제1조의 2에 규정하는 보통비료는 유해성분 함유량)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조의 2,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통비료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보통비료이고 식물 피해에 대한 재배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가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보통비료이고 재배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당해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의 견본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청서의 경유)

제6조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비료 견본은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이하 「센터」)를 경

유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

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비료의 견본은 국내관리인을 경유하

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관리인을 경유하고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비료 견본은 센터를 경유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방법)

제7조 법 제6조 제2항 및 제12조 제5항(이 규정을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

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행정수속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

151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

하여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을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당해 신청에 따라 얻

어지는 납부정보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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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과 관련한 조사)

제7조의 2 법 제7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다음 

항도 동일) 규정에 따른 조사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비료의 견본 분석, 감정, 시험에 의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정규격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명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식물에 대한 유해성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기 양식 제2호의 2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등록 신청과 관련한 조사)

제7조의 3 법 제8조 제1항(법 제33조의 2의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다음 

항도 동일.) 규정에 따른 조사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비료 견본의 분석, 감정, 시험에 의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부에 관한 사항

2. 주성분의 함유량 및 효과, 기타 품질에 관한 사항

3. 명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식물에 대한 유해성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기 양식 제2호의 3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등록된 비료의 비료효과 시험)

제7조의 4 법 제9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다음 

항에 있어서도 동일.) 규정에 따른 비료효과시험은 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시

험 성적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등록된 비료의 분석, 감정, 시험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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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비료효과시험을 행한 경우,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별기 양식 제2호의 4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

면 안 된다.

(등록증 및 가등록증 교부의 경유)

제7조의 5 법 제10조(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11조 제6

항도 동일) 규정에 따른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의 교부는 센터를 경유하도록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보통비료의 종류)

제7조의 6 법 제12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농림

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보통비료는 다음과 같다.

1. 황산암모니아, 염화암모니아, 초산암모니아, 초산암모니아소다비료, 초산

암모니아석회비료,초산소다, 초산석회, 초산고토비료, 부식산암모니아비

료, 뇨소, 아세트알데히드 축합비료, 이소부틸알데히드 축합뇨소, 황산 구

아닐뇨소, 옥사미드, 석회질소, 글리오키살 축합뇨소, 호름알데히드 가공 

뇨소비료, 메틸롤뇨소중합비료,

2.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인산고토비료, 용성인비, 소성인비, 부식산인

비, 소성규산인비, 광재인산비료, 가공광재인산비료

3. 황산칼륨,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중탄산칼륨, 부식산칼륨비료, 규산칼

륨비료, 조제(粗製)칼륨염, 가공고즙칼륨비료, 피복칼륨비료(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액체 규산칼륨비료, 용성규산칼륨비료, 부산칼

륨비료, 혼합칼륨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4. 생선찌꺼기 분말, 마른 생선비료 분말, 말린생선 찌꺼기, 갑각류질 비료분

말, 증제어린 및 그 분말, 고기 찌꺼기 분말, 육골가루, 증제제각가루, 증

제모가루, 건혈 및 그 분말, 생골가루, 증제골 가루, 증제닭골 가루, 증제

피혁 가루, 건잠용분말, 잠용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유채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목화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땅콩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아마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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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및 그 분말, 참기름 찌꺼기 및 그 분말, 쌀겨유 찌꺼기 및 그 분말,

기타 초목성 식물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케이폭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옥수

수배아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담배찌꺼기 비료분말, 감초찌꺼기 분말, 두

부찌꺼기 건조비료, 연지유 찌꺼기 분말, 질소량 구아노, 가공가금분 비

료, 옥수수 침지액(浸漬液) 비료, 부산식물질비료

5. 용성복합비료, 화성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배합비료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6.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슘비료, 조개화석비료, 부산석회비료, 혼합석회비

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7. 규회석비료, 광재규산질비료, 경량기포콘크리트 분말비료, 실리카겔비료,

실리카히드로겔비료

8. 황산고토비료, 수산화고토비료, 초산고토비료, 가공고토비료, 부식산고토

비료, 탄산고토비료, 리그닌고토비료, 피복고토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

하는 것에 한함), 부산고토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혼

합고토비료(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9. 황산망간비료, 탄산망간비료, 가공망간비료, 광재망간비료, 혼합망간비료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10. 붕산염비료, 붕산비료, 용성붕소비료, 가공붕소비료

11. 용성미량요소 복합비료, 액체미량요소 복합비료, 혼합미량요소 비료(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절차)

제8조 법 제13조 제4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

라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갱신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

지 별기 양식 제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신청서의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법 제12조 제4항 규정

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은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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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의 신고 절차)

제10조 법 제13조 제1항 각 호(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이 있었던 모든 사항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

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 제13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이 항,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동일)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이 있었던 사항 중 어떤 것

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정 교부 신청은 별기 양식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및 수정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법 제13조 제2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

조 제6항도 동일)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정교부 및 교부 신청은 별기 양식 

제6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법 제13조 제3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

른 신고 및 재교부 신청은 별기 양식 제7호에 따라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

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법 제13조 제4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

조 제6항도 동일.)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정 교부 신청은 별기 양식 제8호에 

따라 수정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른 수정교부신청서에는 당해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항의 경우, 당해 신청이 등록증 또

는 가등록증의 오염과 관련할 때도 동일하다고 본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하는 서면으로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

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

는 것은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 또는 가등록 실효의 신고)

제10조의 2 법 제15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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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8호의 2에 따른 실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서면으로 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법 제15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은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제10조의 3 법 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8호의 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증표 양식 및 첨부방법)

제11조 법 제17조 제1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음 항 및 6항도 동일.) 또는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여야 

하는 생산자 보증표 양식에 대해서는 생산업자 보증표는 별기 양식 제9호,

수입업자 보증표는 별기양식 제10호, 판매업자 보증표는 별기 양식 제11호

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에 

기재해야 하는 생산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 또는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과 관련한 당해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당해 명칭 또는 소재지를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한 경우는 변경 후의 명칭 및 소재지) 또는 법 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당해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동일 표

기이어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생산업자(법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 포함)가 사전에 농림수사대신에게 신고한 

명칭 및 소재지와 관련한 약칭에 의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약칭의 신고는 별기 양식 제11호의 2에 따른 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에 

대한 제2항의 약칭 신고는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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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

사의 등록을 받은 보통비료, 법 제16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한 지정배합비료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칭 

신고가 있었을 때는 당해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지정배합배료에 대해 법 제

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도도부현 지사 또는 

당해 지정배합비료에 대해 법 16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

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⑥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에 대해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에 기재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 명칭, 보증성

분량, 생산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가

등록 번호는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부 받은 등록증 또는 가등록증(법 제

1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 제4항 규정에 따라 수정교부 받은 것 포함)에 기

재된 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지정배합비료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증

표에 기재해야 하는 비료의 명칭 및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이나 명

칭, 주소는 법 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항과 

동일해야 한다.

⑧ 지정배합비료는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에 기

재해야 하는 보증성분량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따

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료로 사용한 보통비료에서 보증된 주성분은 모두 보증하기로 하고, 당

해 주성분 이외의 것은 보증해서는 안 된다.

2. 보증하는 주성분의 보증성분량 수치는 원료로 사용한 보통비료 중 당해 

주성분을 보증한 것 모두 당해 주성분의 보증성분량에 당해 비료의 배합

비율을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한 값의 100분의 80 이상(합산한 값이 5미

만인 경우는 100분의 50이상)으로 합산한 값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하기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 표 상단의 주성분에 대해 보증성분량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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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백분비

질소, 인산, 칼륨 1 0.1

유효 고토 1 0.01

알칼리분, 유효규산 10 10

유효망간 0.1 0.001

유효붕소 0.05 0.001

주성분 백분비

질소, 인산, 칼륨 0.1 0.01

유효 고토 0.1 0.001

알칼리분, 유효규산 0.1 0.1

유효망간, 유효붕소 0.01 0.0001

가 각각 표의 중간(가정원예용 비료는 하단)에 있는 양에 미치지 않는 경

우는 당해 주성분을 보증해서는 안된다.

4. 보증성분량에 다음 표의 주성분에 대해 중간(가정원예용 비료는 하단)에 

있는 양에 미치지 않는 끝수가 있을 경우는 당해 끝수를 버리고 표시해야 

한다.

⑨ 보증표는 용기 또는 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외부에 보기 쉬운 곳에 접

착, 봉재, 철사, 실 등으로 고정시키고 기타 용기 또는 포장에서 쉽게 떨어지

지 않는 방법으로 붙인다. 용기 및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보이기 쉬운 장

소에 붙인다.

(보증표 기재사항)

제11조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12호(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

함)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보통비료는 원료 종류 또는 탄소 질소 비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재료가 사용된 보통비료는 재료의 종류 및 명칭 

또는 사용량 중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것

② 전 항의 보증표에 대한 기재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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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사유)

제14조 법 제19조 제2항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왼쪽 

각 호와 같다.

1. 흡습, 풍화 등 비료 본질을 변질시킨 경우

2. 화재, 비 샘, 생산설비 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해 변질한 경우

3. 하분(荷粉) 또는 용기 파손,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해 이물질이 혼입

한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허가하는 사고비료)

제15조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양도를 허가하는 사고비

료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또는 제6호 또는 동조 제3항 본문,

제5조 또는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등록 또는 가등록

을 받은 보통비료, 법 제1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지정배합비료로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사고비료양도 허가의 신청)

제16조 전 조의 비료에 대해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 양도허가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

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 또는 지정배합비료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3. 비료의 소재지

4. 사고비료 발생 전의 비료수량 및 보증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비

료는 사고비료 발생 전의 비료수량 및 함유가 허락된 유해성분의 최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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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하려고 하는 비료의 수량 및 함유 주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비료는 양도하고자 하는 비료의 수량 및 유해성분의 함유량)

6. 사고 개요

② 전 항 및 비료단속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198호. 이하 「령(令)」.) 제3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사고비료 양도 허가 신청서 양식은 별기 양식 

제12호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경우는 제6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사고비료 양도 허가증)

제17조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 비료 양도허가증을 교부하

기로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 또는 지정배합비료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4. 양도허가 수량

(사고비료 성분표의 첨부 명령)

제18조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는 신

청자에 대해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용기 및 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입구. 이하 동일.)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 성분표

를 붙어야 할 내용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1. 사고비료성분표라는 글자

2. 비료의 명칭

3. 함유 주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통비료는 법 제17조 제1항 제3

호의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주요성분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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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비료 성분표를 붙인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사고비료 성분표 양식)

제19조 전 조 및 령(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여야 할 사고비료 성분표 

양식은 별기 양식 제13호에 의한다.

② 전 조의 사고비료 성분표에는 다른 사항 또는 허위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표시명령)

제19조의 2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보통비료(법 제4조 제1항 제7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보통비료 또는 법 제16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지정배합비료 또는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는 제외.)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보통비료를 생산하

거나 수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기나 포장 외부에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보통비료로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비료 수입업자는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변경했을 경우나 용기나 포장이 없는 당해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

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전 항의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당해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해 표

시사항이 불명하게 된 당해 비료를 수입했을 경우, 수입한 당해 비료가 자기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해 있는 동안에 당해 표시사항이 불명하게 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특수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제20조 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14호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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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의 신고양식)

제21조 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15호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보통비료 생산수량 등의 보고의무)

제24조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또는 제6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등록/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 법 제16조의 2 제1항 규

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 보통비료의 메이커별로 전 년의 생산수량 및 판매수

량을, 당해 보통비료(등록을 받은 것에 한함)를 종류별로 전 년 당해 보통비

료의 생산에 사용한 원료와 재료 및 당해 보통비료에 혼입한 이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비료 수입수량 등의 보고의무)

제25조 보통비료의 수입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보통비료 메이커 별로 전 년

의 수입수량 및 판매수량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원의 증명서)

제25조 법 제30조 제6항(법 제33조의 3 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른 직원의 증명서는 별기 양식 제16호 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 2 제4항에 준용하는 법 제30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센터 직원

의 증명서는 별기 양식 제16호의 2로 한다.

(보고)

제27조 법 제30조의 2 제3항(법 제33조의 3 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른 

보고는 지체 없이 별기 양식 제16호의 3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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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리인의 신고양식)

제28조 법 제33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17호에 의해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신고에는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 외국 생산업자의 통지 절차)

제29조 법 제33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국내관리인에 대한 통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분에 대해 별기 양식 제18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관리인의 보고의무)

제30조 국내관리인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 받은 사항을 정리하여 매년 2

월말일까지 등록 외국 생산업자의 법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보통비료의 메이커별로 전년의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

(본토에 수출되는 것에 한함)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보고에는 제6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 생산비료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제31조 법 제33조의 4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기 양식 제19호

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적용 제외)

제32조 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료는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그 종류 및 수출용, 공업용, 사료용이라는 내용을 표

시한 것에 한한다.

(권한의 위임)

제33조 법 제22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으로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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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가 1의 지방농정국 관할구역내에 있는 생산업자, 수입장소가 

1의 지방농정국 관할구역내에 있는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무를 하는 사업장

이 1의 지방농정국 관할 구역에 있는 판매업자에 대한 것은 당해 지방농정국

장에게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 징수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 시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은 

생산업자, 수입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으로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

③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 징수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법 

제22조의 3 제1항 규정 시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은 

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으로 위임한다. 단 농림수

산대신이 스스로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

④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검사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법 

제22조의 3 제1항 규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은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업장, 창고, 기타 비료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보관 업무와 관계 있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한

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

⑤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현장검사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법 제

22조의 3 제1항 규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은 

판매업자의 사업장, 창고, 기타 비료의 판매업무와 관계 있는 장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그 권

한을 방해할 수 없다.

⑥ 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한다.

(제출서류 통 수 등)

제34조 제1조의 3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면, 제10조의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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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16조 제1항 또는 

령(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제20조 또는 제21조 규정에 따른 신고

서, 제24조 제1항 또는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28조 제1항 규

정에 따른 신고서,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 31조 규정에 따른 

신고서는 정부(正副) 각 1통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제7조의 2 제2항, 제7조의 3 제2항, 제7조의 4 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1통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제1항에 게재하는 서면에는 당해 서면을 제출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과 명칭을 함께 병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칙(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47호)

이 성령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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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단속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표(이하 「표」)의 질

소질비료(유기질비료(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석회

가용성 석회

표의 질소질비료(유기질비료(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

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알칼리

분 유효고토

가용성 고토

표의 질소질비료(유기질비료(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

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규산

가용성 규산, 수용성 규산

표의 질소질비료(유기질비료(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

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알칼리

분이 아닌 유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질소질비료(유기질비료(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

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망간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표의 질소질비료(유기질비료( 동식물질에 한함. 이하 동

일)는 제외)의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붕소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표의 인산질비료(유기질비료는 제외)의 항 (1) 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인산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산,

수용성 인산

표의 칼륨질비료(유기질비료는 제외)의 항 (1) 농림

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칼륨

구용성 칼륨, 수용성 칼륨

표의 석회질비료 항 (2)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석회질비료 항 (2)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망간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4. 비료단속법 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석회 등을 지정하는 건

1984년 3월 16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95호 시행 1984년 4월 1일

개정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85호 시행 1986년 3월 25일

1986년 12월 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051호 시행 1987년 1월 25일

1990년 12월 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532호 시행 1991년 1월 5일

1995년 12월 1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984호 시행 1996년 1월 12일

1999년 5월 13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704호 시행 199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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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석회질비료 항 (2)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붕소

구용성 붕소, 수용 성붕소

표의 규산질비료 항 (1)과 (2)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규산

가용성 규산, 수용성 규산

표의 규산질비료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

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규산질비료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

망간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표의 규산질비료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

붕소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표의 고토비료 항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망간질비료 항의 (1)과 (2) 농림수산대신이 지

정하는 유효망간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표의 망간질비료 항의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

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붕소질비료 항의 (1)과 (2) 농림수산대신이 지

정하는 유효붕소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표의 붕소질비료 항의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

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표의 미량요소복합비료 항 (1)과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망간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표의 미량요소복합비료 항 (1)과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효붕소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표의 미량요소복합비료 항 (2)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

는 유효고토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비고 표 중 가용성 석회, 가용성 고토, 가용성 망간이란 각각 2분의 1몰당 

리터의 염산에 녹는 석회, 고토, 망간을 의미하고 가용성 규산이란 실

리카겔에 유래하는 것은 2분의 1몰당 리터의 수산화 나트륨에 녹는 규

산을, 기타 원료에 유래하는 것은 2분의 1몰당 리터의 염산에 녹는 규

산을 의미한다. 구용성 고토, 구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 구용성 인산,

비구용성 칼륨이란 각각 2%의 구연산액에 녹는 고토, 망간, 붕소, 인

산, 칼륨을 의미하고 가용성 인산이란 페텔만씨 구연산 암모니아에 녹

는 인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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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종류

1. 비료 단속법 시행령(이하 령 ) 제7조 제3호 요소를 함

유하는 비료(복합비료 제외)와 관련한 것
혼합질소비료

2. 령 제7조 제6호 복합비료와 관련한 비료 및 가정원예용

복합비료

화성비료, 배합비료, 피

복복합비료, 액상복합

3. 령 제7조 제7호의 석회질비료와 관련된 것 탄산칼슘비료

4. 령 제7조 제8호의 미량요소복합비료와 관련된 것
혼합미량요소비료 및

액체미량요소복합비료

5. 비료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를 함유하는 비료를 대상으

로 농림수산대신이 종류를 정하는 건

1984년 3월 16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96호 시행 1984년 4월 1일

개정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86호 시행 1986년 3월 25일

2001년 5월 1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37호 시행 2001년 5월 10일

2004년 4월 23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72호 시행 2004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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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료단속법 시행령

1950년 6월 20일 정령 제198호

개정 1954년 5월 18일 정령 제104호

1956년 10월 1일 정령 제308호

1960년 11월 14일 정령 제286호

1961년 10월 30일 정령 제332호

1962년 12월 25일 정령 제457호

1963년 11월 30일 정령 제371호

1964년 11월 17일 정령 제351호

1965년 11월 1일 정령 제345호

1972년 11월 1일 정령 제393호

1978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1978년 10월 17일 정령 제353호

1984년 1월 31일 정령 제5호

1987년 3월 25일 정령 제60호

1989년 3월 22일 정령 제58호

1991년 3월 19일 정령 제40호

1994년 3월 24일 정령 제73호

1997년 3월 26일 정령 제76호

2000년 3월 24일 정령 제96호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0호

2000년 8월 4일 정령 제404호

2003년 6월 20일 정령 제269호

2004년 3월 17일 정령 제37호

2006년 3월 23일 정령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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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기일)

제1조 비료단속법(이하 「법」) 시행 기일은 1950년 6월 20일로 한다.

(주성분 지정)

제1조의 2 법 제2조 제3항 정령에서 정하는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다.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는 보통비료 생산업자)

제1조의 3 법 제4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자로 도도

부현 구역을 넘지 않는 구역을 지구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2. 지구 담배경작조합

3. 담배경작조합 연합회

(수수료)

제1조의 4 법 제6조 제2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정령

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21,300엔(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관

한 법률(2002년 법률 제 151호. 다음 항의 「정보통신기술이용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신청하

는 경우는 19,300엔)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5항(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8,100엔(정보통신기술이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6,400엔)으

로 한다. (도도부현 지사가 허가하는 사고비료)

제2조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양도를 허가하는 사고

비료는 다음의 비료로 한다.

1. 법 제4조 제1항 제7호 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등

록을 받은 보통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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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또는 제6호 또는 동조 제3항 본문,

제5조 또는 제33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등록 또는 가

등록을 받은 보통비료로 판매업자가 소유한 것.

3. 법 제16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한 

지정배합비료

4. 법 제1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한 신고와 관련한 배

합비료로 판매업자가 소유하는 것

(사고비료의 양도허가 신청)

제3조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 조의 비료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양도허가신청서를 당해 비료 소재지가 관할하

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 또는 지정배합비료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3. 비료의 소재지

4. 사고비료 발생 전의 비료 수량 및 보증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비

료는 사고비료발생전의 비료 수량 및 함유가 허가된 유해성분의 최대량)

5. 양도하려는 비료의 수량 및 함유 주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비료

는 양도하려는 비료 수량 및 유해성분의 함유량)

6. 사고 개요

(사고비료양도허가증)

제4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료의 양도를 허가한 

경우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 양도허가

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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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의 종류 및 명칭(가등록의 경우 또는 지정배합비료의 경우는 비료의 

명칭)

4. 양도허가수량

(사고비료 성분표 첨부 명령)

제5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신청자에 

대해 당해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용기 및 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

우는 각 하구 또는 각 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 성분표를 붙여야 

함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비료 성분표 라는 글자

2. 비료의 명칭

3. 함유 주성분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통비료는 법 제17조 제1항 제3

호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주요 성분의 함유량)

4. 사고비료 성분표를 붙인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② 전 항의 사고비료 성분표 양식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다.

(표시 기준을 정해야 하는 특수비료)

제6조 법 제22조의 2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특수비료는 다음과 같다.

1. 퇴비(진흙 또는 어개류 장기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것은 제외)

2. 동물 배설물

(이물질 혼입이 인정되는 보통비료의 종류)

제7조 법 제25조의 단서(법 제33조의 2 제6항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정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보통비료는 다음과 같다.

1. 뇨소

2. 석회질소

3. 뇨소를 함유하는 비료(복합비료 제외)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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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인산 석회

5. 중과인산 석회

6. 복합비료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것

7. 석회질비료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것

8.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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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주요성분

하수진흙비료,

시뇨진흙비료,

공업진흙비료,

혼합진흙비료,

소성진흙비료,

진흙발효비료,

수산부산물발효비료

1 질소전량

2 인산전량

3 칼륨전량

4 동 전량(1kg당 300mg 이상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

5 아연 전량(1kg당 900mg 이상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

6 석회 전량(1kg당 150g 이상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

유황 및 그 화합물 유황분 전량

7. 비료단속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료단속법 제4조 제1

항 제3호의 보통비료 보증표에 그 함유량을 기재하는 주요성분을 정하는 건

2000년 1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6호 시행 2000년 10월 1일

개정 2001년 3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3호 시행 2001년 4월 1일 

부 1. 주요성분 함유량의 정량방법 및 산출량은 독립행정법인 농업한경기술

연구소가 정하는 비료분석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유황분 전량에 

대해서는 유황연소법, 염화바륨법 등에 의해 시험재료 중 삼산화유황

(SO３)을 정량하고 이 시험재료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한다.

2. 질소전량, 인산전량 또는 칼륨 전량에 대해서는 0.5％ 미만인 경우는  

0.5％ 미만 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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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료 단속법에 의거하여 보통비료의 공정가격을 정하는 등의 건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84호 시행 1986년 3월 25일

이 기간 15회 개정

개정 2000년 1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1호 시행 2000년 2월 28일

2000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61호 시행 2000년 10월 1일

2000년 11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431호 시행 2001년 1월 6일

2001년 3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37호 시행 2001년 4월 1일

2001년 5월 1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40호 시행 2001년 6월 10일

2002년 3월 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38호 시행 2002년 4월 10일

2003년 2월 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22호 시행 2003년 3월 10일

2004년 1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71호 시행 2004년 5월 1일

2004년 4월 23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971호 시행 2004년 5월 25일

2005년 2월 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54호 시행 2005년 3월 9일

2006년 3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18호 시행 2006년 4월 1일

2007년 4월 1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486호 시행 2007년 5월 10일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20호 시행 2008년 4월 1일

2010년 4월 9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20호 시행 2010년 5월 10일

2012년 8월 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985호 시행 2012년 9월 7일

2013년 12월 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939호 시행 2013년 1월 4일

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46호 시행 201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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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 사항

황산암모니아 암모니아성 질소 20.5 암모니아성 질소의

함유율 1.0％에 대

하여

유청산화물 0.01

질소 0.004

술파민산 0.01

염화암모니아 암모니아성 질소 25.0

초산암모니아 암모니아성 질소 16.0

초산성 질소 16.0

초산암모니아소

다 비료

① 암모니아성 질소 9.0

초산성 질소 9.0

②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

산성 질소의 포획용성 붕

소 또는 수용성 붕소를 보

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

에 게재하는 포획용성 붕

소에 대해서는 0.05

수용성붕소에 대해서는 0.05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의 합유율

1.0％에 대해

질소 0.004

아초산 0.04

초산암모니아석

회비료

① 암모니아성 질소 10.0

초산성 질소 10.0

②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외 알칼리분

또는 용해성 고토를 보증

하는 것은 ①에 게재한 것

외, 알칼리분은 10.0

용해성 고토는 1.0

초산소다 초산성 질소 15.5

초산석회 초산성 질소 10.0 초산성 질소 함유

율 1.0％에 대해

아초산 0.04

① 질소질 비료(유기질 비료(동식물질의 것에 한함)는 제외)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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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 사항

초산고토 비료 초산성 질소 10.0

수용성 고토 15.0

초산성 질소 함유

율 1.0％에 대해

아초산 0.04

부식산암모니아

비료

(석회 또는 아탄

을 초산 또는

유산으로 분해

하고 암모니아

를 더한 것을

말한다.)

암모니아성 질소 4.0 암모니아성 질소의

함유율1.0％에 대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① 3.5％의 염산

에 녹지 않는 것

중 1％ 수산화 나

트륨액에 녹는 것

이 당해 비료에

50％ 이상 함유된

것

② 유산염은 1

0％ 이하일 것

요소 요소전량 43.0 요소 전량의 함유

율 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아세트알데히드

축합요소

(2-오키소-4-메

틸-6-우레이드

헥사히드로피리

미딘을 의미

한다)

질소 전량 28.0 질소 전량 함유율

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요소성 질소는 3.

0％ 이하일 것

작산(이소프틸)

알데히드축합요

소

(이소프틸덴지우

레아를 의미

한다)

질소 전량 28.0 질소 전량 함유율

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요소성 질소는 3.

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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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 사항

유산구아닐요소 질소 전량 32.0 질소 전량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① 지시안지아미

드성 질소는 질소

전량의 10.0％ 이

하일 것.

② 구아니진성

질소는 질소 전량

의 5.0％ 이하일

것.

옥사아미드 질소 전량 30.0

석회질소 질소 전량 19.0

알칼리분 50.0

지시안지아미드성

질소는 질소 전량

의 20.0％ 이하일

것.

글리옥살축합요

소

(테트라히드로이

미다졸-4 5-d)

이 미 다졸 - 2

5(1H 3H)-디온

을 의미한다.

질소 전량 38.0 질소 전량의 함유

율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요소성 질소는 3.

0％ 이하일 것.

포름알데히드

가공요소 비료

(요소에 포름알

데히드를 더

한 것을 의미한

다.)

① 질소 전량 35.0

② 질소 전량 외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에 대

해서는 ①에 게재하는 것

외에 수용성 붕소 0.05

질소 전량의 함유

율 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① 물에 녹는 질

소가 질소 전량의

50％ 이상인 경우

는 요소성 질소는

20％ 이하일 것.

② ① 이외의

것은 질소의 활성

계수가 40％ 이상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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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 사항

메티롤요소 중

합비료

(요소에 포름알

데히드를 더

해 생산한 메티

롤 요소 축합물

을 중합한 것을

의미한다.)

질소 전량 25.0 질소 전량의 함유

율 1.0％에 대해

바이유레트성 질소

0.02

① 500마이크로미

터 체망을 통과할

것.

② 열수로 용출하

는 질소량은 질

소 전량의 4％ 이

상 16％ 이하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를 허가받은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사항

피폭질소
비료
(질소질
비료를
황산 기타
피폭원료로
피폭한
것을

의미한다.)

① 질소 전량, 암모니아
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 중 어느 하나가
①에 대해 10.0
② 1 암모니아성 질소
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
니아성 질소 1.0
2초산성 질소를 보증
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고토를 보
증하는 것은 수산성 고
토 1.0
④ 수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
간 0.10
⑤ 수용성 붕소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
소 0.05

질소 전량, 암모니
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
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
계량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
산화물 0.01
비소 0.004
아초산 0.04
바이유레트성 질
소 0.02
술파민산 0.01

① 질소는 수용성일 것.
② 질소의 초기 용출
율은 50％ 이하일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
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비료단속법 시행 규
칙(1950년 농림수산성
령 64호. 이하「규칙」)
제1조 제1호 마.의 규정
에 의해 소, 면양, 산
양 및 사슴에서 뽑은
소 원료를 원료로서 생
산된 비료 섭취에 기인
하여 생기는 이들 가
축의 전달성 해면상 뇌
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 (이하 「관리조
치」)가 행해진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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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를 허가받은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사항

부산질소
비료
(이하에
게재하는
비료를
의미한다.
①

식품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있어서
부산된 것
② 석회,
석유 기타
연료의
연소가스
탈류처리
또는

탈소처리에
수반하여
부산된 것)

① 질소 전량, 암모니아
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이 어느것이든 1
에 대하여 7.0
② 1 암모니아성 질소
를 보증하는 것은암모
니아성 질소 1.0
2초산성 질소를 보증
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고토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
토5.0
④ 수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
간 1.0

질소 전량, 암모니
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
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
계량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1
비소 0.004
아초산 0.04
바이유레트성 질
소 0.02
술파민산 0.01

① 식물피해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를 인정받지 않
은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③ 소 부위(소 원료 중
고기(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식
품인 고기에 한함), 뼈(식
용에 사용된 후 또는 식
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
료 원료로서 사용되는
식품인 뼈에 한한다.), 가
죽, 털, 뿔, 발, 장기(식용
에 사용된 후 또는 식용
에 사용되지 않고 비료원
료로서 사용되는 식품인
장기에 한한다.)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동
일)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소(월령이 30개월 이하의
소(출산 연월일로부터 기
산하여 출생 30개월을 경
과한 날까지를 의미한
다.)는 제외.)의 척추(배근
신경절을 포함하여 목
추횡돌기, 뇌추행돌기, 허
리추행돌기, 목추극돌기,
가슴추극돌기, 허리추극돌
기, 목추극돌기, 가슴추극
돌기, 허리추극돌기, 선골
익, 정중 선골익 및 미추
는 제외) 및 도축장법
(1953년 법률 제114호)
제14조의 검사를 통하지
않은 소의 부위(이하 「척
추 등」)가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서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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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를 허가받은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사항

액체 부산
질소 비료
(비철금속
제조업
또는

화학공업에
서 부산된
것을

의미한다.)

① 질소 전량, 암모니아
성 질소, 초산성질소 또
는 암모니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
중 어느 것이 ①에 대
해 5.0
② 1 암모니아성 질소
를 보증하는 경우는 암
모니아성 질소 1.0
2초산성 질소를 보증
하는 경우는 초산성 질
소 1.0

질소 전량, 암모니
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
아성 질소 및 초
산성 질소의 합계
량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1
비소 0.004
아초산 0.04
바이유레트성 질
소 0.02
술파민산 0.01

식물피해 시험 조사는
받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

액상 질소
비료

① 질소 전량, 암모니아
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 합
계량 어떤 것이든 ①에
대하여 5.0
② 1 암모니아성 질소
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
니아성 질소 1.0
2초산성 질소를 보증
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고토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
토 1.0
④ 수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
간 0.10
⑤ 수용성 붕소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
소 0.05

질소 전량, 암모니
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
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합계
량의 합유율 1.0％
에 대해 유청산화
물 0.01
비소 0.004
아초산 0.04
바이유레트성 질
소 0.02
술파민산 0.01

① 질소는 질소질 비료,
티오 유산 암모늄, 트리
아존 또는 시아나미
드에 유래한 것.
② 티오 유산 암모늄에
유래하는 질소를 함유
하는 것은 PH가 6.0 이
상일 것.
③ 시아나미드에 유
래하는 질소를 함유하
는 것은 기타 원료에
유래하는 질소를 함유
하지 않을 것.
④ 시아나미드에 유
래하는 질소를 함유하
는 것은 지시안지 아미
드성 질소 전량의 20.
0％ 이하일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료
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된 것.

혼합질소
비료

(질소질비료
에

질소질비료,
고토비료,
망간질
비료,

① 질소전량, 암모니아
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의 어떤 것이 ①
에 대해 15.0
② 1 암모니아성 질소
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

질소 전량, 암모니
아성 질소, 초산성
질소 또는 암모
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합계
량의 함유율 1.0％
에 대해
유청산화물 0.01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
리조치가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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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를 허가받은
유해성분의
최소량(％)

기타 제한사항

붕소비료
또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를
혼합한
것을

의미한다.)

니아성 질소 1.0
2초산성 질소를 보증
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고토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
토 1.0
④ 수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
간 0.10
⑤ 수용성 붕소를 보
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
소 0.05

비소 0.004
아초산 0.04
바이유레트성 질
소 0.02
술파민산 0.01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

대량(％)

함유가 허용된 유

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과인산석회
가용성 인산 15.0

수용성 인산   13.0

가용성 인산 함유

율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중과인산석회
가용성 인산 30.0

수용성 인산 28.0

가용성 인산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인산고토 비

료 

수용성 인산 45.0

수용성 고토 13.0

수용성 인산 함유

율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용성인비

① 구용성 인산 17.0

알칼리분 40.0

구용성 고토 12.0

② 구용성 인산, 알칼리분 

및 구용성 고토 외 가용성 

규산, 구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구용성 인산의 함

유율 1.0％에 대

해

카드뮴 0.00015   

2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

할 것 

② 인산질 비료(유기질 비료(동식물질에 한함)은 제외)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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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

대량(％)

함유가 허용된 유

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것은 ①에 게재한 것 외에 

가용성 규산은 20.0

구용성 망간은 1.0

구용성 붕소는   0.05 

소성인비 
구용성 인산 34.0

알칼리분 40.0   

구용성 인산의 함

유율 1.0％에 대

해 

카드뮴 0.00015   

212마이크로

미터의 체망

을 90％ 이
상 통과할 

것. 

부식산인비

(석회 또는 

아탄을   초

산으로 분해

하고 용성인

비, 소성인비, 

인광석, 염기

성의 마그네

슘 또는 망간 

함유물 또는 

붕산염 및 황

산 또는 인산

을 더한 것)

① 구용성 인산 15.0

수용성 인산 1.0

② 구용성 인산   및 수용

성 인산 외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구용성   망

간, 수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

하는 것 외, 

구용성 고토는   3.0

수용성 고토는   1.0

구용성 망간은   0.10

수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구용성 인산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1

카드뮴 0.00015

니켈 0.01

크롬 0.1   

석회 또는 

아탄을 초산

으로 분해한 

것(3.5％의 

염산에 녹지 

않는 것 중 

1％ 수산화 

나트륨액에 

녹는 것을 

건조물   당 

70％ 이상 

함유하는 것

에 한함)은 

건조물로서 

15％ 이상 

30％ 이하를 

사용할 것. 
용성규산인비

(이하에 게재

하는   비료

를 가리킨다

① 인광석에, 

규석, 석회석 

및 염기성 마

그네슘 함유

물을 혼합하

고 용해한 것

② ①의 용성

규산인비의 

① 구용성 인산 6.0

알칼리분 40.0

가용성 규산 30.0

구용성 고토 12.0

② 구용성 인산, 알칼리분, 

가용성 규산 및 용성 고토 

외 구용성 망간 또는 구용

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

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에 

구용성 망간은 0.1

구용성 붕소는   0.05 

① 구용성 인산 

함유율 1.0％에 

대해

카드뮴 0.00015

② 최대   한도량

니켈 0.4

크롬 4.0   

① 2밀리미

터 체망을 

통과할 것. 

② 구용성 

인산   및 

가용성 규산 

함유량의 합

계량에 대한 

알칼리분의 

함유량 비율

이 1.0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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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

대량(％)

함유가 허용된 유

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원료에 망간 

함유물 또는 

붕산염을 혼

합하여 용해

한 것) 

광재인산 비

료

(제강광재를 

의미) 

① 구용성 인산 3.0

알칼리분 20.0

가용성 규산 10.0

② 구용성 인산, 알칼리분 

및 가용성 규산 외 구용성 

고토 또는 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

하는 것 외에 구용성 고토

는 1.0

구용성 망간은 1.0 

구용성 인산 함유

율 1.0％에 대해 

카드뮴 0.00015

니켈 0.01

크롬 0.1   

4밀리의 체

망을 통과할 

것 

가공광재인산 

비료

(광재 규산질  

 비료에 인산

을 더한 것) 

① 구용성 인산 3.0

알칼리분 20.0

가용성규산 10.0

② 구용성 인산, 알칼리분 

및 가용성 규산 외 구용성 

고토, 구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구용성 

고토는 1.0

구용성 망간은   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인산 

1.0미만 

구용성 인산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니켈 0.01

크롬 0.1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피복인산 비료

(인산질 비료를  

 황산인산질 

비료를 황산 

기타 피복원료

로 피복한 것

을 의미한다) 

① 수용성 인산 10.0

② 수용성 인산 외 수용성 

고토 또는 수용성 붕산을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성 

고토에 대해서는 1.0

수용성 붕소에   대해서는 0.05 

수용성 인산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① 인산의 초기용 출

율은 50％이하일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하는 경

우는 관리조치가 행해

진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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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액체인산 비료 
수용성 인산 17.0

수용성 고토 3.0 

수용성 인산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

를 원료로 하는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

합되지 않은 것으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

을 받은 공정에서 제

조된 것 

용성진흙재규

산인산 비료

(하수도 종말처

리장에   생기

는 진흙을 소

성한 것에 비

료 또는 비료

원료를 혼합하

여 융합한 것) 

구용성 인산 5.0

알칼리분 45.0

가용성 규산 30.0

구용성 고토 12.0 

구용성 인산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니켈 0.01

크롬 0.1

수은 0.0001

연 0.006   

① 2밀리미터 체망을 

통과할 것. 

② 식물 피해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

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이루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하지 않는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

의 확인을 받은 공정

에서 제조된 것. 

가공인산 비료

(인산질 비료, 

용성미량 요소

복합 비료, 인

산 함유물, 염

기성 칼슘, 마

그네슘 또는 

망간 함유물, 

광재 또는 붕

산염을 더한 

것) 

① 구용성 인산 및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5.0

수용성 인산 1.0

② 구용성 인산   및 수용

성 인산 외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구용성   망

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

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구용성 고토는 2.0

수용성 고토는 1.0

구용성 망간은 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구용성 인산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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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부산인산 비료

(이하에 게재하

는   비료를 

의미한다

① 식품공업 

또는   화학공

업에서 부산된 

것

② 하수도 종

말처리장   기

타 배수 탈인

처리에 따라 

부산된 것)

① 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5.0

② 구용성 인산 외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5.0

수용성 인산 2.0

구용성 고토는 3.0

구용성 인산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카드뮴 0.00015

① 식물피해 시험 조

사를 받아 피해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하는 경

우는 관리조치가 행해

질 것. 

③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

의 확인을 받은 공정

에서 제조된 것.

혼합인산 비료

(인산질 비료에  

 인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고토 비료, 망

간질 비료, 붕

소질   비료 

또는 미량 요

소 복합비료를 

혼합한 것)

① 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6.0

② 구용성 인산   및 알칼

리분을 보증한 것은 구용성 

인산 3.0

알칼리분 15.0

③ 구용성 인산   또는 알

칼리분 외 수용성 인산, 가

용성 규산,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 
또는 ②에 게재하는 것 외

에 수용성 인산은 1.0

가용성 규산은 10.0

구용성 고토는 1.0

수용성 고토는   1.0

가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망간은 0.10

수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산은 0.05

수용성 붕산은 0.05   

구용성 인산 및 인산 

이외 보증할 주성분 

중 가장 큰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2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①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원료로

서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를 사용하

는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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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

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유산칼륨 수용성 칼륨 45.0

수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염소는 5.0％ 이하일 

것

염화칼륨

① 수용성 칼륨 50.0

② 수용성 칼륨   외 수

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

은 ①에 게재한 것 외 수

용성 붕소 0.10

유산칼륨고토
수용성 칼륨 16.0

수용성 고토 8.0

수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염소는 5.0％ 이하일 

것

중탄산칼륨 수용성 칼륨 45.0
염소는 5.0％ 이하일 

것

부식산칼륨 비료

(석회 또는 아탄을  

 초산 또는 유산

으로 분해하고 염

기성 칼륨 또는 

마그네슘 함유물

을 첨가한 것)

① 수용성 칼륨을 보증한 

것은 

수용성 칼륨 10.0

② 수용성 칼륨   외 구

용성 고토 및 수용성 고

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8.0

구용성 고토 2.0

수용성 고토 1.0

수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① 3.5％ 염산에녹지 

않는 것 중 1％의 수

산화나트륨액에 녹는 

것이 당해 비료에 5

0％ 이상 함유된   것.

② 유산염은   10％ 
이하일 것.

③ 탄산염은   이산화

탄소로서 2.0％ 이하일 

것.

규산 칼륨 비료

(염기성 칼륨, 칼

슘, 마그네슘 또는 

나트륨 함유물 또

는 붕소질 비료 

및 미세분   목탄

연소재를 혼합하

고 소성한 것)

① 구용성 칼륨 10.0

가용성 규산 25.0

구용성 고토 3.0

② 구용성 칼륨, 가용성 

규산 및 용성 고토 외 수

용성 칼륨 또는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

성 칼륨은 1.0

구용성 붕소는 0.05

미반응 칼륨은 3.0％ 
이하인 것

③ 칼륨질 비료(유기질 비료(동식물질에 한함.)는 제외.)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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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

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조제칼륨염

① 수용성 칼륨 30.0

② 수용성 칼륨   외 수

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

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성 고토 5.0

가공고즙칼륨 비

료

(조제칼륨염에   

석회를 더한 것)

수용성 칼륨 6.0

구용성 고토 5.0

피복칼륨비료

(칼륨질비료를   

황산 기타 피복원

료로 피복한 것을 

의미한다.)

① 수용성 칼륨 30.0

② 수용성 칼륨   외 수

용성 고토 또는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성 고토는 1.0

수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① 칼륨의 초기 용출

율은 50％ 이하일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

3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피복칼륨 

비료일 것

액체 규산칼륨 비

료

수용성 칼륨 6.0

수용성 규산 12.0

용성 규산 칼륨비

료

(칼륨함유물에   

제강 광재를 혼합

하여 융해한 것)

① 구용성 칼륨 20.0

알칼리분 15.0

가용성 규산 25.0

② 구용성 칼륨, 알칼리분 

및 가용성 규산 외 구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구용성 망간 1.0

구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4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할 것

부산칼륨 비료

(식품공업, 섬유공

업 또는 화학공업

에서 부산된 것)

① 구용성 칼륨 또는 구

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

에 대해서는

구용성 칼륨은 25.0

수용성 칼륨은 9.0

② 구용성   칼륨 또는 

수용성 칼륨 외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구용성 고토 3.0

칼륨이 가장 큰 주

성분 함유율 1.0％
에 대해

비소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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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

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혼합칼륨 비료

(칼륨질 비료에   

칼륨질 비료, 석회

질 비료, 규산질 

비료, 고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소

질   비료 또는 미

량 요소 복합비료

를 혼합한 것.)

① 구용성 칼륨 또는 수

용성 칼륨을보증하는 것

에 있어서는 

구용성 칼륨은 10.0

수용성 칼륨은 6.0

② 구용성 칼륨   또는 

수용성 칼륨 외 알칼리분, 

가용성 규산, 구용성   고

토, 수용성 고토,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

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성 붕소를 보증

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알칼리분은 20.0

가용성 규산은 10.0

구용성 고토는 1.0

수용성 고토는 1.0

가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망간은 0.10

수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칼륨 및 칼륨이외 

보증하는 주성분 

중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2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①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원료로

서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를 사용할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

3호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혼합칼륨 비

료일 것.

비

료

의 

종

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가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피

복

칼

륨

비

료

① 수용성 칼륨 30.0

② 수용성 칼륨   외 수용성 고토 또는 수

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성 고토는   1.0

수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칼륨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① 칼륨의 초기 용출

율은50％ 이하일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3호의 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피

복칼륨 비료 이외의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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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료

의 

종

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가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혼

합

칼

륨

비

료 

① 구용성 칼륨 또는 수용성 칼륨을 보증

하는것에 있어서는

구용성 칼륨은 10.0

수용성 칼륨은 6.0

② 구용성 칼륨   또는 수용성 칼륨 외 알

칼리분, 가용성 규산, 구용성   고토, 수용

성 고토,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

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성 붕소

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알칼리분은 20.0

가용성 규산은 10.0

구용성 고토는 1.0

수용성 고토는 1.0

가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망간은 0.10

수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칼륨 및 칼륨 이외 

보증하는 주성분 

중 가장 큰 주성분

의 합계량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2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①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원료

로서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를 사

용한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3호 농림수산대신

이 지정하는 혼합칼

륨 비료 이외의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생선찌꺼기 가루 

질소 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2.0

질소 전량 4.0

인산 전량 3.0

건어비료 가루 
질소 전량 6.0

인산 전량 3.0

가다랑어 말림 질소 전량 9.0

갑각류질 비료 

가루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1.0

증제어린(찐물고 질소 전량 6.0

④ 유기질 비료(동식물에 한함)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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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기 비늘) 및 제어

린 가루 
인산 전량 18.0

고기 가루 질소 전량 6.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고기뼈 가루 
질소 전량 5.0

인산 전량 5.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증제저각 가루 질소전량 10.0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증제저각골 가루 

질소 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5.0

질소 전량 6.0

인산 전량 7.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증제모 가루

(날개 및 고래수

염을   증제한 

것 포함)

질소 전량 6.0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건혈 및 그 분말 질소 전량 10.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생골 가루 
질소 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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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16.0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증제골 가루

(탈골뼈 가루   

포함)

① 질소전량 및 인

산전량을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

량 21.0

질소 전량 1.0

인산 전량 17.0

②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

산 전량 25.0

①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

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증제닭뼈 가루 

질소 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7.0

질소 전량 1.0

인산 전량 13.0

증제피혁 가루 질소 전량 6.0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건잠용(말린누에) 

분말 
질소 전량 7.0

잠용유 찌꺼기 

및 분말

① 질소 전량 8.0

② 질소   전량 외 

인산 전량을 보증

하는 것은 ①에 게

재하는 것 외 인산 

전량 1.0

견방 잠용 찌꺼

기 
질소 전량 7.0

옥수수배아 및 

분말

질소 전량 2.0

인산 전량 2.0

칼륨 전량 1.0

대두유 찌꺼지 

및 분말 

질소 전량 6.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유채씨 기름 찌

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4.5

인산 전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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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겨자기름 찌꺼기  

 및 분말 포함)
칼륨 전량 1.0

목화 깻묵 및 분

말 

질소 전량 5.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땅콩기름 찌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5.5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아마인유 찌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4.5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참기름 찌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6.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피마자유 찌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4.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쌀겨유 찌꺼기 

및 분말

질소 전량 2.0

인산 전량 4.0

칼륨 전량 1.0
기타 초본성 식

물유 찌꺼기 및 

분말

(두 개 이상의   

초본성 식물유 

찌꺼기 및 분말

을 혼합한 것 제

외)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케이폭 기름찌꺼

기 및 분말 

질소 전량 4.5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1.0
옥수수 배아유 

찌꺼기 및분말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1.0

담배찌꺼기 비료 

분말 

질소 전량 1.0

칼륨 전량 4.0
변성하지 않을 것

감초찌꺼기 분말 질소 전량 8.0

두부찌꺼기 건조

비료 

① 질소 전량 4.0

② 질소   전량 외 

인산 전량 또는 칼



134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륨 전량을 보증하

는 것은 ①에 게재

하는 것 외

인산 전량은   1.0

칼륨 전량은 1.0

연지유 찌꺼기 

분말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1.0

칼륨 전량 2.0

질소질 구아노 

질소 전량 12.0

암모니아성 질소 

1.0

인산 전량 8.0

가용성 인산 4.0

칼륨 전량 1.0

가공 가금분 비

료

(다음에 게재하는  

 원료를 의미한다.

① 가금분에 유

산   등을 혼합

하여 화력 건조

한 것

② 가금분을 가

압   증자한 후 

건조한 것

③ 가금분에 대

해   열풍 건조 

및 분쇄를 동시

에 한 것

④ 가금분을 발

효, 건조시킨 것)

질소 전량 2.5

인산 전량 2.5

칼륨 전량 1.0

질소 전량의 함

유율 1.0％에 대

해 

비소 0.004

수분은 20％ 이하일 것.

옥수수 침지액 

비료

(콘스타치를 제조

할   때에 부산된 

옥수수를 아류산액

에 침지시킨 액을 

발효, 농축한 것) 

질소 전량 3.0

인산 전량 3.0

칼륨 전량 2.0

수용성 칼륨 2.0

질소 전량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류산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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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부산식물질 비료

(식품공업 또는   

발효공업에 있어

서 부산된 것으

로 식물질 원료

에 유래한 것)

① 질소 전량을 보

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3.5

② 질소 전량 외   

암모니아 성 질소, 

인산 전량 또는 칼

륨 전량을 보증하

는 것은 

질소 전량 및   인

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계량 5.0

질소 전량 1.0

암모니아성 질소는 

1.0

인산 전량은 1.0

칼륨 전량은 1.0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힘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어폐물 가공비료

(어황, 오징어 내장 기

타 어폐물을 이탄(泥

炭) 기타 동식물의 흡

착원료에 흡착시킨 것)

① 질소 전량 4.0

인산 전량 1.0

② 질소 전량 및   인

산 전량 외 칼륨 전량

을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에

칼륨 전량 1.0

질소량 함유율 1.

0％에 대해 카드뮴 

0.00008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건조균체비료

(다음에 게재하는   비

료를 의미한다.

① 배양으로 얻어진   

균체 또는 이 균체로

부터 지질 또는 핵산

을 추출한 찌꺼기를 

건조한 것

① 질소 전량을 보증

하는 것은 

질소 전량 5.5

② 질소 전량 외   인

산 전량 또는 칼륨 전

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4.0

인산 전량은   1.0

질소 전량의 함유

율 1.0％에 대해 

카드뮴 0.00008

① 식물피해시험 조사

를 받아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② 소를 원료로   한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

해진 것.

③ 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척추 등이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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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힘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② 식품공업, 펄프공

업, 발효공업 또는 젤

라틴공업(무두질 피혁  

 찌거기를 원료로 사

용하지 않은 것에 한

함) 폐소를 활성 슬러

지법에 따라 정화할 

때에 얻어지는 균체를 

가열건조한 것)

칼륨 전량은 1.0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서 농림수산대신의 확

인을 받은 공정에 의

해 제조된 것.

부산동물질 비료

(식품공업, 섬유공업, 

젤라틴공업 또는 무두

질 피혁제조품에서 부

산된 것으로   동물질

의 원료에서 유래한 

것. )

① 질소 전량을 보증

하는 것은 

질소 전량 6.0

② 질소 전량 외   인

산 전량 또는 칼륨 전

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및 인산 전

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계량 10.0

질소 전량 2.0

인산 전량은 2.0

칼륨 전량은 9.0

질소 전량의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1

카드뮴 0.00008

①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한 경우

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

의 확인을 받은 공정

에 의해 제조된 것.

혼합유기질 비료

(다음에 게재하는   비

료

① 유기질 비료에   

유기질 비료 또는 쌀

겨, 발효쌀겨, 건조수

초 및 분말, 쑥찌꺼기 

또는 동물 배설물(닭 

분 탄화물에 한함)을 

혼합한 것

② ①에 게재하는 혼

합유기질 비료의 원료

가 되는 비료에 혈액 

또는 두부 찌꺼기를 

혼합하고 건조시킨 것)

질소 전량 및 인산 전

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계량 6.0

질소 전량 1.0

인산 전량은 1.0

칼륨 전량은 1.0

질소 전량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1

카드뮴 0.00008

①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한 경우

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②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

의 확인을 받은 공정

에 의해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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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

된 유해성분

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용성복합 비료

(비료(용성진흙재 복

합   비료, 혼합진흙 

복합 비료 및 규칙 제

1조의 2 각 호에 게재

하는 보통비료는 제

외)또는 비료원료(진

흙 및 어개류 장기는 

제외)를 배합하고 용

융한 것)

① 구용성 인산 12.0

구용성 칼륨 3.0

② 구용성 인산   및 구용성 

칼륨 외 알칼리분, 가용성 규산 

또는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에 

알칼리분은 45.0

가용성 규산은 30.0

구용성 고토는 20.0

인산,칼륨 각

각의 주성분 

합계량의 함

유율 1.0％에 

대해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① 2밀리미터의 체

망을 통과할 것.

② 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

치가 행해진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산

대신의 확인을 받

은 공정에 의해 제

조된 것.
화성 비료

(다음에 게재하는   

비료

① 질소질 비료, 인산

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기질   비료, 복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

산질 비료(실리카겔 

비료에 한함), 고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

산질 비료 또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 중 두 

가지   이상을 배합하

여 조립(造粒) 또는 

성형한 것

② ①에 게재하는 화

성 비료의 원료가 되

는 비료에 쌀겨, 발효

쌀겨, 건조해조 및 그 

분말, 발효건조분 비

료, 쑥 찌꺼기, 골회, 

① 질소, 인산 또는 칼륨 중2개이

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

분량의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

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큰 주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
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질소 전량을 보

증하는 비료는 암

모니아성 질소 또

는 초산성 질소 이

외의 성분형태인 

질소를 함유하는   

것,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

를 병행하여 함유

할 것. 

②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을 보증

하는 비료는 원료

로서 동식물질을 

사용할 것.

③ 원료로서 구용

성 인산을 함유하

는 비료 및 가용성 

인산을 함유하는 

비료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보통비료

⑤ 복합 비료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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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

된 유해성분

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동물   배설물(닭분 

탄화물에 한함)또는 

동물 배설물의 연소회

(닭분 연소회   또는 

소 배설물과 닭분의 

혼합물 연소물에 한

함) 중 하나 이상 배

합하여 조립(造粒) 또

는 성형한 것

③ 비료(혼합 진흙 복

합   비료 및 규칙 제

1조의 2 각 호에 게재

하는 보통비료는 제

외)또는 비료원료(진

흙 및 어개류의   장

기는 제외)를 사용하

고 이것에 화학적조작

을 더한 것.

④ ③에 게재하는 화

성 비료를 배합하고 

조립(造粒) 또는 성형

한 것.

⑤ ① 또는 ②에 게재

하는 화성 비료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비료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비료를 배합한 것에 

③에 게재하는 화성 

비료, 화성 비료를 배

합한 것 또는 ④에 게

재하는 화성 비료를 

배합하여 조립(造粒) 

또는 성형한 것)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

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

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

은

가용성 망간 0.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10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

은

구용성 붕소 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는 구용성 인산 또

는 가용성   인산 

중 어느 하나를 보

증할 것. 

④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료로서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를 사용한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조치관

리가 행해진 것.

⑥ 소 부위를 원료

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

을 받은 공정에 의

해 제조된 것.

⑦ 규칙 제7조의 6 

제5호의 농림수산

대신이 지정하는 

화성 비료일 것.

배합 비료

(이하에 게재하는   비

료

①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기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질소, 인산, 칼

륨   각각의 

가장 큰 주성

분 합계량의

① 질소 전량을 보증

하는 비료는 암모니

아성 질소 또는 초산

성질소 이외 성분형

태의 질소를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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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

된 유해성분

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질   비료, 복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비

료(실리카겔 비료에 한

함), 고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소질 비료 또는 

미량요소 복합 비료 중 

두 개   이상을 배합한 

것. 

② ①에 게재하는 배합

비료의 원료가 되는 비

료에 쌀겨, 발효 쌀겨, 

건조해초 및 그 분말, 

발효건분 비료, 구아노

(인산 구용율 50％ 이상

으로 조립(造粒) 또는 

성형하지 않은 것에 한

함), 쑥 찌꺼기, 골회(骨

灰), 동물 배설물(닭 분 

탄화물에 한함) 또는 동

물 배설물의 연소재(닭 

분 연소재 또는 소 배설

물과 닭 분 혼합물의 연

소재에 한함) 중 어느 

중 하나 이상을 배합한 

것.

③ 화성   비료를 배합

한 것)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005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005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005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05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는 것,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를 함께 함유할 것.

②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을 보증하

는 비료는 원료로서 

동식물질을 사용한 

것.

③ 원료로 구용성 인

산을 함유하는 비료 

및 가용성 인산을 함

유하는 비료를 병행

하여 사용하는 보통

비료는 구용성 인산 

또는 가용성   인산 

중 어느 하나를 보증

하는 것.

④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원료

로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를 사용

한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

료를 원료로 하는 경

우는 관리조치가 행

해진 것. 

⑥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등

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서 농림수산대신

의 확인을 받은 공정

에 의해 제조된 것.

⑦ 규칙 제7조의 6 

제5호의 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배합

비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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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화성 비료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005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005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005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질소, 인산, 칼

륨   각각의 

가장 높은 주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질소전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초산성 질소 이외의 

성분형태의 질소를 포함하

는 것,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질소를 모두 함유하

는 것. 

② 인산전량 또는 칼륨전

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

료로서 동식물질을 사용한 

것.

③ 원료로서 용성인산을 

함유하는 비료 및 가용성 

인산을 함유하는 비료를 

함께 사용하는 보통비료는 

구용성 인산 또는 가용성 

인산   중 어느 하나가 ①
을 보증하는 것.

④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비료는 원료로서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를 사용한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⑥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⑦ 규칙 제7조의 6 제5호

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

는 화성 비료 이외의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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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구용성 붕소 0.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05
혼합동물 배설물 복합 

비료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

기질   비료, 복합 비

료, 석회질 비료, 규산

질 비료 (실리카겔 비

료에 한함), 고토 비

료, 망간질   비료, 붕

산질 비료 또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에 동

물 배설물(소, 돼지의 

배설물을 가열 건조한 

것에 한함)을 혼합하

여 조립(造粒) 또는 성

형한 것.)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

산,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비료는 화성 비료의 당

해란의 ③ 또는 ④의 규정

에 의한 것.

② 동물의 배설물(소 또는 

돼지 배설물을 가열 건조

한 것에 한함)은 건조물로

서 질소 전량이 2.0％ 이상

이고 또한 질소 전량,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

계량이 5.0％ 이상일 것.

③ 동물 배설물의 배설물

(소, 돼지의 배설물을   가

열 건조한 것에 한함)은 건

조물로서 70％ 이하를 사

용할   것.

④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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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혼합퇴비복합 비료

(이하에 게재하는   

비료

① 질소질 비료, 인산

질 비료,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기질 비료, 복

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실리카

겔 비료에   한함), 고

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소질 비료, 또는 미

량 요소 복합 비료에 

퇴비(동물의 배설물 

또는 식품유래의 유기

질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에 한함)를 혼합하

여 조립(造粒) 또는 성

형 후 가열 건조한 것. 

② 질소질   비료, 인

산질 비료, 칼륨질비

료, 유기질 비료, 복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실리카겔 

비료에 한함), 고토 비

료, 망간질 비료, 붕소

질 비료 또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에 쌀

겨, 발효쌀겨, 건조해

초 및 그   분말, 발효

건분 비료, 쑥찌꺼지,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

산 또는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화성비료 

란의 ③ 또는 ④ 규정에 

따를 것.

② 퇴비(동물 배설물을 주

원료로 하는 것에 한함)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건조

물로서 질소 전량이 2.0％ 
이상이면서 질소 전량, 인

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계량이 5.0％ 이상일 것.

③ 퇴비(식품 유래의 유기

질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

에 한함.)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건조물로서 질소 

전량이 3.0％ 이상이고   

또한 질소 전량,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의 합계량

이 5.0％   이상인 것.

④ 퇴비(동물의 배설물 또

는 식품 유래의 유기질물

을 주원료로 하는 것에 한

함)는 탄소질 소비가 15이

하이고 또한 건조물로서 5

0％ 이하를 사용하는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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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골회(骨灰), 동물 배설

물(닭 분 탄화물에 한

함)또는 동물 배설물 

연소재(닭 분 연소재

에 한함) 중 어느 것 

하나 이상 및 퇴비(동

물 배설물 또는 식물 

유기질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에   한함)를 

혼합하고   조립(造粒) 

또는 성형 후 가열 건

조한 것)

가용성 망간 0.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10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성형복합 비료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

기질   비료, 복합 비

료, 고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소질 비료 또

는 미량요소 복합 비

료에 목질이탄, 종이펄

프, 폐섬유, 초탄질부

식, 유물암질 응회암 

분말 또는 벤트나이트 

중 하나를 혼합하고 

조립(造粒) 또는 성형

한 것.)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질소, 인산, 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초산성   질소 이외 

성분형태의 질소를 함유하

는 것,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를 함유할 것.

②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료로서 동식물질을 사용

하는 것. 

③ 원료에 구용성   인산

을 함유하는 비료 및 가용

성 인산을 함유하는 비료

를 함께 사용하는 보통비

료는 구용성 인산 또는 가

용성 인산 어느 중 하나가 

①을 보증할 것.

④ 가용성   망간을 보증

하는 비료는 원료로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를 사용한 것.

⑤ 목질이탄(건조물 1그램

당 0.02몰/리터의 과망간산 

칼륨용액 소비량이 100밀

리미터 리터 이상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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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⑤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⑥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10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⑦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을 함유하는 것)은 건조물

로서   20％ 이상 45％ 이
하를 사용할 것.

⑥ 종이펄프   폐섬유(종이

펄프 공장의 폐수에서 얻

어지는 폐섬유로 건조물당 

홀로셀룰로오스를 55％ 이
상 함유하는 것)은 건조물

로서 25％ 이상 40％ 이하

를 사용할 것.

⑦ 초탄질   부식(이탄을 

수세분리하여   얻어지는 

부식으로 건조물 당 재의 

함량이 20％ 이하의 것)은 

건조물로서 10％ 이상 2

5％ 이하를 사용할 것. 

⑧ 유물암질   응회암 분

말(건조물 100그램당 양이

온 교환 용량 130밀리그램 

이상일 것)은 25％ 이상 3

5％ 이하를 사용할 것.

⑨ 벤토나이트(건조물 100

그램당   양이온 교환용량 

50밀리그램 이상의 것)는 

25％ 이상 35％ 이하를 사

용할 것.

⑩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흡착복합 비료

(질소, 인산 또는 칼륨

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경송토 기타 흡착원료

에 흡착시킨 것)

질소,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

장 큰 주성분 합계량 5.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① 식물피해시험조사를 받

아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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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③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피복복합 비료

(화성 비료 또는   액

상 복합 비료를 황산 

기타 피복원료로 피복

한 것.) 

① 질소,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륨 

주성분의 합계량 15.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⑥ 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⑦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① 질소는 수용성일 것.

② 질소의 초기 용출율은 

50％ 이하일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부산복합 비료

(식품공업 또는   화

학공업에 있어서 부산

된 것으로 질소, 인산 

또는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의 주성분 합계량 5.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① 식물피해시험조사를 받

아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

②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③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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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액상복합 비료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8.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1 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2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

륨전량, 구용성인산 또는 

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비료는 성형복합비료 란의 

①, ②   또는 ③의 규정에 

의한 것.

② 시안아미드를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닐 것.

③ 티오 황산암모늄에 유

래하는 질소를 포함하는 

것은 PH가 6.0 이상인 것.

④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⑤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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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수용성 고토 1.0

⑥ 1 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005

2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005

⑦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05
배합 비료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①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초산성 질소 이외의 

성분형태의 질소를 함유하

는   것 및 암모니아성 질

소 및 초산성 질소를 함께 

함유한 것.

② 인산 전량 또는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료로서 동식물질을 사용

한 것.

③ 원료로서 구용성 인산

을 함유하는 비료 및 가용

성 인산을 함유하는 비료

를 같이 사용하는 보통비

료는 구용성 인산 또는 가

용성 인산   중 하나가 ① 
을 보증하는 것.

④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비료는 원료로서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를 사용한 것.

⑤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⑥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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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005

2 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005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005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05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⑦ 규칙 제7조의 6 제5호

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

는 배합비료 이외의 것.

용성진흙재 배합 비료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서   생기는 진흙을 

소성한 것에 비료 또

는 비료원료를 혼합하

고 용융한 것.) 

① 구용성 인산 12.0

구용성 칼륨 1.0

② 구용성 인산   및 구용성 칼륨 

외 알칼리분, 가용성 규산 또는 구

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알칼리분은 40.0

가용성 규산은 10.0

구용성 고토는 12.0

인산, 칼륨 주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수은 0.00005

연 0.003

① 2밀리미터의 체망을 통

과할 것.

② 식물피해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혼합진흙 복합 비료

  (질소질 비료, 인산

질 비료, 칼륨질 비료, 

유기질 비료, 복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

산질 비료 (실리카겔 

비료에   한함), 고토 

비료, 망간질 비료, 붕

소질 비료 또는   미

량요소 복합 비료에 

진흙발효 비료(시뇨처

리시설에서 생긴 진흙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10.0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1.0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1.0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초산성 질소 1.0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1.0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① 질소 전량, 인산 전량,  

 칼륨 전량,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산 또는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는 성형 복합 비료에 대해 

당해란의 ①, ②, ③, ④의 

규정에 의한 것. 

② 진흙 발효비료는 건조

물로서 40％ 이하를 사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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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을 농축, 소화, 탈수 

또는 건조한 것을 퇴

적 또는 교반하고 부

숙(腐熟)시킨 것에 한

함)를 혼합하고 조립

(造粒) 또는 성형한 

것.)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1.0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1.0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1.0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1.0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1.0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1.0

⑤ 가용성 규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⑥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⑦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10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10

⑧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5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5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가정원예용 복합 비료

(용성 복합 비료, 화성 

비료, 복합 비료, 혼합

동물배설물   복합 비

료, 혼합퇴비 복합 비

료, 성형 복합 비료, 

흡착 복합 비료, 피복 

복합 비료, 부산 복합 

비료, 액상 복합 비료, 

① 질소, 인산, 칼륨 중 하나가 ② 
이상에 대해 각각 가장 큰 주성분 

합계량   0.2

② 1 질소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질소 전량 0.1

2암모니아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

은 

암모니아성 질소 0.1

3초산성   질소를 보증하는 것은 

질소, 인산,칼

륨 각각의 가

장 높은 

주성분 합계량

의 함유율 1.

0％에 대해

유청산화물 

0.005

비소 0.002

① 질소 전량, 인산 전량,  

 칼륨 전량,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산 또는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는 성형 복합 비료가 당해

란의 ①, ②,   ③, ④의 규

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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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

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용성진흙재 복합 비료 

및 혼합진흙 복합 비

료 이외의 복합 비료

로, 또한   규칙 제①
조에 규정하는   가정

원예용 비료일 것.)

초산성 질소 0.1

③ 1 인산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인산 전량 0.1

2구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 0.1

3가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인산 0.1

４ 수용성   인산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인산 0.1

④ 1 칼륨 전량을 보증하는 것은

칼륨 전량 0.1

2구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칼륨 0.1

3수용성   칼륨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칼륨 0.1

⑤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0.01

2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0.01

⑥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0.001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0.001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0.001

⑦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0.001

2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0.001

아초산 0.02

바이유레트성

질소 0.01

술파민산 0.005

카드뮴 

0.000075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수은 0.00005

연 0.003

②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

조치가 행해진 것.

③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

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

정에 의해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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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지 않을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된 

유해성분의 최

대량(％)

기타 제한사항

생석회

(마그네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혼합한 것.)

① 알칼리분 80.0

② 알칼리분   외 가용성 고토 

또는 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

은 ①에 게재한 것 외

가용성 고토는 8.0

구용성 고토는   7.0

소석회

(마그네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혼합한 것 포함)

① 알칼리분 60.0

② 알칼리분 외   가용성 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가용성 고토는   6.0

구용성 고토는 5.0

탄산 칼슘 비료

(마그네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혼합한 것 포함)

① 알칼리분 50.0

② 알칼리분 외   가용성 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가용성 고토는 5.0

구용성 고토는 3.5

화학적으로 생산된 

탄산칼슘 이외의 것

은 1.7밀리의 체망을 

통과하고 600마이크

로미터의 체망을 8

5％ 이상 통과할 것.
조개화석 비료

(조개화석분말   

또는 이것에 마그

네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혼합

하고 조립(造粒)한 

것.)

① 알칼리분 35.0

② 알칼리분 외   구용성 고토

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

는 것 외

구용성 고토 1.0

부산석회 비료

(비금속광업, 식품

공업, 펄프공업, 

화학공업, 철강업, 

비철금속제조업에

서 부산된 것.)

① 알칼리분 35.0

② 알칼리분 외   구용성 고토

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

는 것 외

구용성 고토 1.0

① 알칼리분 함

유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② 최대한도량

니켈 0.4

크롬 4.0

티탄 1.5

광재를 원료로하여 

사용하는 것은 1.7밀

리미터의 체망을 통

과하고 600 마이크

로미터의 체망을 8

5％ 이상 통과할 것.

⑥ 석회질 비료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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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지 않을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된 

유해성분의 최

대량(％)

기타 제한사항

혼합석회 비료

(석회질 비료에   

석회질 비료, 고

토 비료, 붕소질 

비료 또는 미량요

소   복합 비료를 

의미한다.)

① 알칼리분 35.0

② 알칼리분 외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가용성 망간, 구용

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는 수용

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
에 게재하는 것 외

가용성 고토는 4.5

구용성 고토는 1.0

가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알칼리분 함유

율 1.0％에 대

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①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

료로서 가용성 망간

을 보증하는 비료를 

사용한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6호 농림수산대신

이 지정하는 혼합석

회 비료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혼합석회 비료

① 알칼리분 35.0

② 알칼리분 외   가용성 고

토, 구용성 고토,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구용성 붕소 또

는 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가용성 고토는 4.5

구용성 고토는 1.0

가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망간은 0.10

구용성 붕소는 0.05

수용성 붕소는 0.05

알칼리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①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비료는 원료로서 가용

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를 사용한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6호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혼합석회 비료 이외의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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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

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된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규회석 비료
가용성 규산 20.0

알칼리분 25.0

2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하고 

600 마이크로미터의 체망을 60％ 
이상 통과할 것.

광재 규산질 

비료

(제(製)인 잔재 

또는 제철 광

재 등의 광재

를 의미하고 

붕소질 비료를 

혼합하여 용융

한 것 포함)

① 가용성 규산 및 

알칼리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알칼리분 35.0

② 가용성 규산   및 

알칼리분 외 구용성 

고토, 구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규산 10.0

알칼리분 20.0

구용성 고토는 1.0

구용성 망간은 1.0

구용성 붕소는 0.05

① 가용성 규산이 

20％ 이상인 것은

1가용성   규산 함

유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2최대   한도량

니켈 0.4

크롬 4.0

티탄 1.5

② ① 이외의 것은 

최대 한도량

니켈 0.2

크롬 2.0

티탄 1.0

① 가용성 규산이 20％ 이상인 

것은 2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하

고 또한 물로 분쇄한 광재 이외

의   것은 600 마이크로 미터의 

체망을 60％ 이상 통과할 것.

② ① 이외의 것은 2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하고 또한 가용성 석

회를 40％ 이상 함유하는 광재일 

것.

③ 알칼리분이   30％ 미만인 것

은 알칼리분을 30％ 이상 보증하

는 광재 규산비료에 적철강(赤鉄
鉱)을 더한 것.

경량 기포 콘

크리트분말 

비료

가용성 규산 15.0

알칼리분 15.0

최대 한도량

티탄 1.0
4밀리미터의 체망을 통과할 것.

실리카겔 비료

(물유리 알칼

리를   중화하

고 겔화한 다

음에 탈수한 

것.)

가용성 규산 80.0

① 일본공업규격(JISZ0701)에 규

정된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로

서 생산된 것. 

② 75마이크로미터의 체망 위에 

70％ 이상 잔류할 것.

③ 검온제   등 다른 원료를 사

용한 것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제외.

실리카히드로

겔 비료(물유

리 알칼리를 

중화하고 겔화

한 다음에 탈

수한 것.)

가용성규산 17.0    

① 섭씨 180도에서 3시간 건조한 

것이 일본공업규격(JISZ0701)에 

규정된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에 해당하는 것. 

② 검온제등 다른   원료를 사용

한 것 제외.

⑦ 규산질 비료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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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황산 고토 비료 수용성 고토 11.0

수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수산화 고토 비료 구용성 고토 50.0 2밀리미터 체망을 통과할 것.

초산 고토 비료 수용성 고토 18.0

탄산 고토 비료 구용성 고토 30.0

가공 고토 비료

(사문암 기타   염

기성 마그네슘 함유

물에 황산을 더한 

것.)

구용성 고토 23.0

수용성 고토 3.0

구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2밀리의 체망을 통과하고 600

마이크로미터의 체망을 60% 

이상 통과할   것.

부식 고토 비료

(석회 또는 아탄을  

 초산으로 분해하고 

염기성 마그네슘 함

유물을 더한 것.)

구용성 고토 3.0

수용성 고토 1.0

구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아초산 0.04

3.5％ 염산에 녹지않는 것 중 

1％의 수산화 나트륨액에 녹는 

것이 당해 비료에 40％ 이상 

함유될 것.

리그닌 고토 비료

(아황산 펄프   폐

액중 리그닌술폰산

에 황산마그네슘을 

더한 것.)

수용성 고토 5.0

수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황산 0.01

황산염에 유래하는 고토는 1.

0％ 이하일 것.

피복 고토 비료

(고토 비료를   황

산 기타 피복원료로 

피복한 것.)

수용성 고토 8.0

수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① 고토의 초기용출율은 50％ 
이하일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8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피복

고토비료일 것.

부산 고토 비료

(식품공업, 펄프공

업, 화학공업, 요업, 

철강업 또는 비철금

속제조업에서 부산

된 것.)

① 가용성 고토 

및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고토 40.0

구용성 고토 10.0

②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0

구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① 2밀리의 체망을통과하고 또

한 광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

은 600마이크로미터의   체망

을 60％ 이상 통과할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8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부산 

고토 비료일 것.

⑧ 고토 비료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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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혼합 고토 비료

(고토 비료를 2가지 

이상 혼합한 것.) 

구용성 고토 23.0

수용성 고토 3.0 

구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규칙 제7조의 6 제8호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혼합 고토 

비료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된 유

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피복 고토 

비료
수용성 고토 8.0

수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① 고토의 초기용출율은 50％ 이하

일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8호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피복고토비료 이

외의 것.

부산 고토 

비료

① 가용성 고토 및 

구용성 고토를 보

증하는 것은 

가용성 고토 40.0

구용성 고토 10.0

②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0

구용성 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① 2밀리의 체망을통과하고 또한 광

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600마

이크로미터의 체망을 60％ 이상 통

과할 것.

② 식물피해시험   조사를 받아 피

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 

③ 규칙 제7조의 6 제8호 농림수산

대신이 지정하는 부산 고토 비료 이

외의 것.

혼합 고토 

비료

구용성 고토 23.0

수용성 고토 3.0

구용 성고토 함유

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아초산 0.04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규칙 제7조의 6 제8호 농림수산대신

이 지정하는 혼합 고토 비료 이외의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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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

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황산망간 비료 수용성 망간 10.0

수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탄산망간 비료

(마름망간광을 일컬음)

가용성 망간 30.0

구용성 망간 10.0

가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1.7밀리의 체망을 통과하

고 150마이크로 미터의 체

망을 80％ 이상 통과할 것.

가공망간 비료

(망간함유물에   마그

네슘함유물을 혼합하여 

황산을 더한 것.)

수용성 망간 2.0

수용성 고토 12.0

수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광재망간 비료

(페로망간광재   또는 

실리콘망간광재를 일컫

는다.)

구용성 망간 10.0

구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1.7밀리미터의 체망을 통

과하고 600마이크로미터

의 체망을 85％ 이상 통

과할 것.

혼합망간 비료

(망간질 비료에   망간

질 비료 또는 고토 비

료를 혼합한 것.)

수용성 망간 2.0

수용성 고토 12.0

수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규칙 제7조의 6 제9호 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혼합 망간 비료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부산망간 비료

(화학공업에서   

부산된 것.)

구용성 망간 8.0

수용성 망간 2.0

구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식물피해시험 조사를받아 

피해가 인정되니 않는 것.

액체부산망간 비료

(화학공업에서   

부산된 것.)

수용성 망간 10.0

수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를 인정되지 않을 것.

혼합망간 비료
수용성 망간 2.0

수용성 고토 12.0

수용성 망간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4

규칙 제7조의 6 제9호 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혼

합 망간 비료 이외의 것.

⑨ 망간질 비료

(1)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2)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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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

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붕산염 비료

① 구용성 붕소 및 수용

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35.0

수용성 붕소 5.0

② 수용성 붕소를   보증

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25.0

구용성 붕소를 보증

하는 것은 850마이

크로미터의 체망을 

통과할 것.

붕산 비료 수용성 붕소 54.0

용성붕소 비료

(붕산염 및 탄산마그네슘  

 기타 염기성 마그네슘 

함유물에 장석등을 함유

하여 용융한 것.)

구용성 붕소 15.0

구용성 고토 10.0

1.7밀리의 체망을 

통과하고 600마이크

로미터의 체망을 8

0％ 이상 통과할 

것.

가공 붕소 비료

(붕소함유물에   사문암 

기타 염기성 마그네슘함

유물을 혼합하고 황산을 

더한 것.)

수용성 붕소 1.0

수용성 고토 11.0

수용성 붕소 함

유율 1.0％에 대

해

비소 0.04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용성 미량요소 복

합 비료

(망간, 붕소 또는 

마그네슘 함유물

에 장석등을 혼합

하여 용융한 것.)

① 구용성 망간 10.0

구용성 붕소 5.0

② 구용성 망간   및 구용성 붕소 

외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구용성 고토 5.0

1.7밀리의 체망

을 통과하고 

150마이크로미

터의 체망을 

50％ 이상 통

과할 것.

⑩ 붕소질 비료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미량요소 복합 비료

(1)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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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기타 제한사항

액체 미량요소 복

합 비료

① 수용성 망간 및 수용성 붕소 합

계량 0.30

수용성 망간 0.10

수용성 붕소 0.03

② 수용서   망간 및 수용성 붕소 

외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①에 게재하는 것 외

수용성 고토 1.0

망간 및 붕소 각

각의가장 큰 주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혼합미량요소비료

(망간질 비료, 붕

소질 비료, 미량

요소 복합 비료 

또는 고토 비료를 

혼합한 것.)

① 망간 및 붕소 각각의 가장 큰 

주성분의 합계량 8.0

②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가용성 망간 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망간 1.0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1.0

③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붕소 1.0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1.0

④ 1 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2구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망간 및 붕소 각

각의가장 큰 주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2

니켈 0.005

크롬 0.05

티탄 0.02

① 가용성 망

간을 보증하는 

비료는 원료로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비료

를 사용한 것. 

② 규칙 제7조

의 6 제11호 

농림수산대신

이 지정하는 

혼합 미량요소 

비료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혼합 미량요소 

비료

① 망간 및 붕소 각각의 가

장 큰 주성분 합계량 8.0

② 1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것은 가용성 망간 1.0

2구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구용성 망간 1.0

망간 및 붕소 각각의

가장 큰 주성분 합계

량의 함유율 1.0％에 

대해

비소 0.002

아초산 0.02

니켈 0.005

① 가용성 망간을 보

증하는 비료는 원료로 

가용성 망간을 보증하

는 비료를 사용한 것. 

② 규칙 제7조의 6 제

11호 농림수산대신이 

(2)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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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기타 제한사항

3수용성   망간을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망간 1.0

③ 1 구용성 붕소를 보증하

는 것은 구용성 붕소 1.0

2수용성   붕소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붕소 1.0

④ 1 구용성 고토를 보증하

는 것은 구용성 고토 1.0

2수용성   고토를 보증하는 

것은 수용성 고토 1.0

크롬 0.05

티탄 0.02

지정하는 혼합 미량요

소 비료 이외일 것.

비료의 종류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하수 진흙 비료

(이하의 비료를   가리킨다.

① 하수도 종말처이장에서   생

긴 진흙을 농축, 소화, 탈수 또는 

건조한 것.

② ①의 하수 진흙 비료에 식물

질 또는 동물질 원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게재하는 하수 

진흙 비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

를 건조한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한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1973년   총리부령 제5호) 별표 제

①의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

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시뇨 진흙 비료

(이하의 비료를 가리킨다.

① 시뇨   처리시설, 취락 배수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서 생긴 

진흙물   또는 이것을 혼합한 것

을 농축, 소화, 탈수 또는 건조한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

에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별표 ①의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

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진흙 비료 등

(1)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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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② 시뇨 또는 동물의   배설물에 

응집을 촉진하는 재료 또는 악취

를 방지하는 재료를 혼합하여 탈

수 또는 건조한 것

③ ① 또는 ②의 시뇨 진흙 비료

에 식물질 또는 동물질 원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것을 건조한 

것

④ ①, ②, ③에 게재하는 시뇨 

진흙 비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

를 건조한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공업 진흙 비료

(이하의 비료를   가리킨다.

① 공장 또는 사업장의   배수처

리시설에서 생긴 진흙을 농축, 

소화, 건조한 것. 

② ①의 공업 진흙 비료에 식물

질 또는 동물질 원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③ ① 또는 ②의 공업 진흙 비료

를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

과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별표 제①의 기준에 적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은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혼합 진흙 비료

(이하의 비료를   가리킨다.

① 하수 진흙 비료, 시뇨 진흙 

비료 또는 공업 진흙 비료 중 2

개 이상을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② ①의 혼합 진흙 비료에 식물

질 또는 동물질 원료를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③ ① 또는 ②의 혼합 진흙 비료

를 혼합한 것 또는 이를 건조한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과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별표 제①의 

기준에 적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은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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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가 허용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제한사항

소성 진흙 비료

(하수 진흙 비료, 시뇨 진흙 비료 

또는 공업 진흙 비료 또는 혼합 

진흙 비료를 소성(焼成)한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

과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별표 제①의 기준에 적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은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진흙 발효 비료

(이하의 비료를   가리킨다.

① 하수 진흙 비료, 시뇨 진흙 

비료 또는 공업 진흙 비료 또는 

혼합 진흙 비료를 퇴적 또는 교

반하고 부숙(腐熟)시킨 것

② ①의 진흙 발효 비료에 식물

질 또는 동물질 원료 또는 소성 

진흙 비료를 혼합한 것을 퇴적 

또는 교반하고 부숙(腐熟)시킨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니켈 0.03

크롬 0.05

연 0.01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

과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별표 제①의 기준에 적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은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수산부산물 발효 비료

(어개류 장기에   식물질 또는 

동물질 원료를 혼합한 것을 퇴적 

또는 교반하고 부숙시킨 것.)

비소 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①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

과 관련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별표 제①의 기준에 적함한 원료를 

사용한 것.

②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

가 인정되지 않은 것.

③ 소에서 나오는 원료를 원료로 하

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④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

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

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유황 및 그 화합물 비소 0.005
식물피해 시험 조사를 받아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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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최대량 

또는 최소량 (％)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의 특례

혼입상의 

제한사항

화성 비료

O・O-디에틸-O-(3-옥소-2-페닐-2H-

피리다진-6-일)포스포로티오에트

【피리다펜티온】
1.0 이하

2・2・3・3-테트라플올프로피온산 나트륨

【테트라피온】 4.0 이하

1・3-비스(칼바모일티오)-2-(N,N디네

틸아미노)프로판염산염

【칼탑】
1.0 이하

디이소프로필-1・3-디치오란-2-이리

덴마로네이트

【이소프로티오란】
5.0 이하

(E)-(S)-1-(4-클로로페닐)-4・4-디메틸

-2-(1H-1・2・4-트리아졸-1-일)펜터

-1-엔-3-올

【우니코나졸P】

0.025 이하

N-(4- 클로로페닐)-1-시크로헥센-1・

2-디칼보키시미드

【크롤프타림】
1.0 이하

1・2・5・6-테트라히드로피로로〔3・

2・1-ij〕키노린-4-온

【피로키론】
2.0 이하

(2RS・3RS)-1-(4- 클로로페닐)-4・4-

디메틸-2-(1H-1・2・4-트리아졸-1-

일)펜턴-3-올

【파크로프트라졸】

0.20 이하

5-지프로필아미노-α・α・α-트리플오

로-4・6-디니토로-O-톨루이딘

【프로지아미노】
0.50 이하

에틸=N-〔2・3-디히도로-2・2-디메틸

벤조프란-7-이루오키시컬보닐(메틸)아미

노티오〕-N-이솝프로필-β-아라니나트

【벤프라칼브】

0.80 이하

S・S'-디메칠=2-디플오로메틸-4-이소

부틸-6-트리플오로메틸피리진-3・5-

디칼보티오아트

【디치오필】

0.30 이하

 농약 기타 물질이 혼합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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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최대량 

또는 최소량 (％)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의 특례

혼입상의 

제한사항

N-(4- 클로로페닐)-1-시크로헥센-1・

2-디칼보키시미드

【크로루프타림】
및

3-시크로헥실-5・6-트리메티렌우라실

【레나실】

0.50 이하

0.50이하

1-(6-클로로-3-필리질메틸)-N-니트로

이미다조리진-2-이리덴아민

【이미다크로프리드】
0.50 이하

3-아릴옥시-1・2-벤조이소티아졸-1・

1-디오옥시드

【프로베나졸】
0.80 이하

(E)-N-[(6-클로로-3-피리질)메틸]-N'-

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진

【아세타미프리드】
1.0 이하

1-(6-클로로-3-피리질메틸)-Ｎ-니트로

이미다조리진-2-이디덴아민

【이미다크로프리드】
및

3-아리루옥시-1・2-벤조이소티아졸-

1・1-디오키미드

【프로페나졸】

0.07 이하

0.80이하

N-(1-에틸프로필)-3・4-디메틸-2・6-

디니트로아니린

【펜디메탈린】
2.20 이하

2・6-디클로로빈조니트릴

【DBN】 1.5 이하

2-(4-클로로-6-에틸아미노-1・3・5-

트리아진-2-일아미노)-2-메틸프로피

오노니트릴

및

2・6-디클로로벤조니트릴

3.0 이하

1.5이하

(RS)-N-〔2-(3・5-디메틸페노키시)-1-

메틸에틸〕-6-(1-풀오로-1-메틸에

틸)-1・3・5-트리아진-2・4-디아민

및

2・6-디클로로벤조니트릴

0.30 이하

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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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최대량 

또는 최소량 (％)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의 특례

혼입상의 

제한사항

배합 비료

1・2・5・6-테트라히드로필로로〔3・

2・1-ij〕키노린-4-온

【필로키론】
1.0 이하

에틸=N-〔2・3-디히도로-2・2-디메틸

벤조프란-7-일옥시컬보닐(메틸)아미노

티오〕-N-이소프로필-β-아라니나트

【벤프라카르프】

0.50 이하

(E)-(S)-1-(4- 클로로페닐)-4・4-디메

틸-2-(1H-1・2・4-트리아졸-1-일)펜

터-1-엔-3-올

【우니코나졸P】

0.025 이하

1-(6-클로로-3-필리질메틸)-N-니트로

이미다조리진-2-이리덴아민

【이미다크로프리드】
0.50 이하

O-에틸-O-(3-메틸-6-니트로페닐) 세

콘다리브틸포스포로아미드티오에이트

【부다미포스】
및

2・6-디오클로로티오벤자미드

【DCBN】

2.0 이하

1.0이하

N-(1-에틸프로필)-3･4-디오메틸-2･6-

디니트로아니린

【펜디메타린】
2.20 이하

3-아릴옥시-1･2-벤조이소티아졸-1･1-

디오키미드
0.80 이하

1-(6-클로로-3-필리질메틸)-N-니트로

이미다졸리진-2-일리덴아민

및

3-아릴옥시-1･2-벤조인소티아졸-1･1-

디옥시드

0.07 이하

0.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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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종류

혼입이 허용된 

농약 기타 

물질의 최대량 

또는 최소량 (％)

함유해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의 특례

혼입상의 

제한사항

피복 복합 

비료

(E)-(S)-1-(4- 클로로페닐)-4・4-디메

틸-2-(1H-1・2・4-트리아졸-1-일)펜

터-1-엔-3-올

【우니코나졸P】

0.05 이하

액상 복합 

비료 

3-히드로키시-5-메틸이소옥사졸

【히드로키시이소키사졸】 17.5 이하

가정원예

용 복합 

비료

1-(6-클로롤-3-필리질메틸)-N-니트로

이미다졸리진-2-이리덴아민

【이미다크로프리드】
2.50 이하

(E)-N-〔(6-클로로-3-피리진)메틸〕
-N'-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진

【아세타미프리드】
및

N-벤질-N・N-디에틸-N-(2・6-키시릴

칼바모일)메틸암모늄염

【안식향산 데나트늄】

0.07 이하

0.002이하

3-(2-클로로-1･3-티아졸-5-일메틸)-5-

메틸-1･3･5-옥사디아지난-4-일리덴

(니트로)아민

및

N-벤질-N・N-디에틸-N-(2・6-키시릴

카루바모일)메틸암모니아염

【안식향산 데나트늄】

2.0 이하

0.01이하

부 ① 이 고시에 게재된 비료에는 규칙 제４조 제3호의 재료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② 이 고시에 게재하는 주성분, 유해성분, 초기 용출율, 요소성 질소, 디시안디아미드

성 질소, 구아니진성 질소, 질소 활성계수, 염소 및 탄산염(이산화탄소)의 정량방법 

및 양 산출은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소가 정하는 비료분석법에 의한 것

이다. 단, 다음 표의 제①란에 게재하는 주성분 양의 산출은 동일 표 제②란에 의

한 것으로 ⑫의 표레 게재하는 유해성분의 양은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

소가 정하는 비료분석법에 의해 정량한 유해성분 중량 시료를 섭씨 100도에서 5

시간 건조한 것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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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①란 제②란

인산 전량

구용성 인산

가용성 인산

수용성 인산 

오산화인(P2O5)

칼륨 전량

구용성 칼륨

수용성 칼륨 

산화칼륨(K2O)

가용성 규산 이산화규소(SIO2)

가용성 고토

구용성 고토

수용성 고토 

산화마그네슘(MgO) 

가용성 망간

구용성 망간

수용성 망간 

산화망간(MnO) 

구용성 붕소

수용성 붕소 
삼산화이붕소(B2O3)

③ 이 고시의 체망은 일본공업규격 표준 체망에 의한 것이다.

④ 이 고시의 식물피해 시험이란 비료단속법(1950년 법률 제12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단서(법 제33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의거한 

조사이다. 또한 비료단속법 시행 규칙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식물에 대한 피해에 

관한 재배시험 성적을 필요한 비료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1984년 3월 16일 농

림수산성 고시 제697호)에서 지정된 것은 당해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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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3년 12월 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939호)

1. 이 고시는 201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 따라 개정 후인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84호의 

4 (1)의 표 육골분(肉骨粉) 항에 규정하는 확인은 이 고시 시행전에도 이 

고시에 따른 개정후의 동항 규정의 예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부칙(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146호)

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 따른 개정 후인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84호의 

1의 (2)의 표 부산질소비료에 관한 항, 2의 (2) 표 액체인산비료에 관한 

항, 용성진흙재규산인비에 관한 항 및 부산인산비료에 관한 항, 4의 (1) 표 

고기찌꺼기 분말에 관한 항, 증제 제각골분에 관한 항, 건혈 및 그 분말에 

관한 항, 생골분에 관한 항 및 증제공분에 관한 항, 4의 (2) 표 건조균체비

료에 관한 항, 부산동물질비료에 관한 항, 5의 (1) 표 용성복합비료에 관한 

항, 화성비료에 관한 항 및 배합비료에 관한 항, 5의 (2) 표 화성비료에 

관한 항, 흡착복합비료에 관한 항, 부산복합비료에 관한 항, 액상복합비료

에 관한 항, 배합비료에 관한 항, 용성진흙재 복합비료에 관한 항 및 가정

원예용 복합비료에 관한 항, 12의 표 하수진흙비료에 관한 항, 시뇨진흙비

료에 관한 항, 공업진흙비료에 관한 항, 혼합진흙비료에 관한 항, 진흙발

효비료에 관한 항 및 수산부산물 발효비료에 관한 항에 규정하는 확인은 

제각기 이 고시 시행전에도 이 고시 개정 후 이들 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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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기준

지방증진법 시행령(이하

「령」) 제1호 이탄
건조물 100g당 유기물 함유량 20g 이상

령 제2호 파크퇴비

비료단속법(1950년 법률 제127호) 제2조 제2항 특수

비료 또는 비료단속법 시행 규칙(1950년 농림성령 제

64호) 제1조의 2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보통비료에

해당하는 것.

령 제3호 부식산질자재 건조물 100g당 유기물 함유량 20g 이상

령 제5호 규소토소성알 자연건조(気乾) 상태인 것은 1리터당 질량 700g 이하

령 제6호 제올라이트 건조물 100g당 양이온 교환용량 50mg 이상

령 제9호 펜트나이트
건조물 2g을 수중에 24시간 정치(静置)한 후 팽윤

용적 5ml 이상

령 제10호 ＶＡ균 근균자재 공생율이 55% 이상

령 제11호 폴리에틸렌이민

계자재

질량 백분율 3% 수용액 온도 35도에서의 점도 10

푸아즈 이상

령 제12호 폴리비닐알콜계

자재
평균중합도 1700 이상

9. 지력증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이탄 등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기준을 정하는 건

1984년 10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001호 1985년 5월 1일 시행

개정 1987년 2월 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09호 1987년 6월 1일 시행

1993년 11월 26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386호 1994년 2월 1일 시행

1997년 2월 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11호 1997년 3월 1일 시행

2000년 9월 28일 농림수산성고 시 제1251호 2000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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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양개량 자재품질 표시기준

1984년 10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002호 1985년 5월 1일 시행

개정 1987년 2월 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10호 1987년 6월 1일 시행

1993년 11월 26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387호 1994년 2월 1일 시행

1997년 2월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12호 1997년 3월 1일 시행

제1 표시사항

토양개량자재 품질에 관해 표시해야 할 사항(이하 「표시사항」)은 별표대

로이다.

제2 준수사항

1. 표시사항 표시 방법

제1에 규정하는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규

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1) 토양개량자재의 명칭

글자만으로 표시하고 도형 또는 기호는 사용하지 말 것.

(2) 토양개량자재의 종류

별표의 토양개량자재 종류의 항에 게재하는 명칭을 사용할 것.

(3) 표시자

표시자는 당해 표시를 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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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표시 예

이탄 북해도산 물이끼(수세－건조)

바크퇴비
광엽수 수피를 주원료(85%)로 소 분 및 요소를 더하

여 퇴적부숙(腐熟)시킨 것

부식산질자재 아탄을 소산으로 분해하여 탄산칼슘으로 중화한 것
목탄 광엽수 수피를 탄화한 것

규조토 소성립 규소토를 조립(입경 2밀리미터)하여 소성한   것
제올라이트 대곡석(비석을 포함하는 응회암)

버미큘라이트 중국산 질석(분쇄－고온가열처리)
펄라이트 진주암(분쇄－고온가열처리)

벤토나이트 야마가타켄산 벤트나이트(팽윤성점토광물)
VA균 근균식재 VA균 근균을 제올라이트에   보존시킨 것

폴리에틸렌이민계 자

재

아크릴산・메타크릴산 디메틸아미노에틸공 중합물인 

마그네슘염과 폴리에틸렌이민의   복합체

폴리비닐알콜계 자재 폴리비닐알콜(폴리초산비닐   일부를 감화한 것)

항목 퍼센트(％) 표시치의 마이너스 10%
유기물의 함유율 ％ 표시치의 마이너스 10%

유기물중 부식산의 함유율 ％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

스 15%

수분의 함유율 ％ 표시치의 플러스 10%
양이온 교환용량 100그램당   밀리그램(meq/100g) 표시치의 마이너스 10%

단위용적질량 1리터당 킬로그램(kg/1) 표시치의 플러스 10%
팽윤력 2그램당 밀리리터(ml/2g) 표시치의 마이너스 10%

공생율 ％ 표시치의 마이너스 15%

(4) 정미량

정미량은 1킬로그램 단위 또는 리터 단위로 기재할 것.

(5) 원료

가. 원료명은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나. 원료 표시사항란에 다음 표시 예에 따라 산지 등 원료설명 또는 제조

공정을 기재할 수 있다.

(6) 유기물 함유율 등

유기물 함유율 등은 별지의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에 의거하여 다음 표 좌

측란에 게재하는 항목에 따라 동 표의 중간란에 게재하는 표시 단위로 기재할 

것.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 허용 범위는 표 우측란에 게재하는 바와 같다.

또한 공생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이용한 식물명을 괄호로 병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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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표시구분 용도(주된   효과)

이탄

유기물중 부식산의 함유율이 

70%미만인 것

토양의 팽연화

토양의 보수성   개선

유기물중 부식산의 함유율이 

70%이상인 것
토양의 보비력(保肥力) 개선

파크 퇴비 토양의 팽연화

부식사질 자재 토양의 보비력 개선

목탄 토양의 투수성(透水性) 개선

규소토 소성립 토양의 투수성(透水性) 개선

제올라이트 토양의 보비력 개선

버미큘라이트 토양의 투수성 개선

펄라이트 토양의 보수성 개선

벤트나이트 논의 누수 방지

VA균 근균 자재 토양의 인산공급능력 개선

폴리에틸렌이민

계 자재
토양의 단립(団粒) 형성 촉진

폴리비닐알콜계 

자재
토양의 단립(団粒) 형성 촉진

(7) 용도(주된 효과)

용도(주된 효과)는 다음 표 좌측란의 토양개량자재의 종류 및 중간란에 

표시구분에 따라 각각 우측란의 용어를 이용하여 기재할 것.

(8) 사용방법

가. 토양 단위 면적 또는 단위중량당 표준적인 사용량을 킬로그램 단위,

톤 단위, 리터 단위 또는 평방미터 단위로 기재할 것. 단, VA균 근균

자재에 대해서는 단위체적당 표준적인 사용량을 그램 단위로 기재할 

것, 이 경우 필요에 따라 표준적인 사용량의 전제로 되는 토양조건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나. 다음 표의 좌측란의 토양개량자재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각각 오른

쪽 표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용상의 주의를 기재할 것. 이 외 토양개량

자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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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표시구분

이탄(용도(주된 효과)로서 토양의   

보수성(保水性) 개선을 표시하는 것

에 한함)

 이 토양개량자재는 과도하게 건조하면 사용직후 

충분한 토양의 보수성(保水性) 개선효과가 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파종, 재배 등은 

충분히 흙과 섞은   후에 해 주세요

파크퇴비

 이 토양개량자재는 다량으로 사용하면 사용 당초

는 토양이 건조하기 쉬우므로 적당히 물에 잠기게 

해   주세요. 또, 이 토양개량자재는 과도하게 건조

하면 물을   흡수하기 어려워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과도하게 건조하지 않게 해 주세요.

목탄

 이 토양개량자재는 지표면에 노출하면 비바람에 

의해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 토양 중에 층을 형성하

면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

히 흙과 혼합해 주세요.

버미큐라이트

 이 토양개량자재는 지표면에 노출하면 비바람 등

에 의해 유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흙을 덮

어   주세요.

펄라이트

 이 토양개량자재는 지표면에 노출하면 비바람 등

에 의해 유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흙을 덮

어   주세요.

VA균 근균자재(효과가 발현하지   

않는 식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음 단의「또」이하를 더하도록   하

고 「○○」에는   당해 식물명을 

기재할 것.)

 이 토양개량자재는 유효태 인산 함유량이 높은 토

양에 사용해도 효과 발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에는 효과가 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계 자재

 이 토양개량자재는 화산재 토양에 사용한 경우에

는 충분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보관조건

온도, 장소 등 보관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10) 보존기한

보존기한을 연월로 기재할 것.

2. 표시 양식 등

(1)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토양개량자재의 최소판매단

위마다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양식의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또

는 동 양식의 표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기 또는 포장에서 쉽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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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게 붙이고, 용기 또는 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서면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2) (1) 양식에는 별표의 각 토양개량자재 종류에 따른 표시사항 이외의 사

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3) 토양개량자재의 정미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양식 (1)의 폭은 

적당히 한다.

(4) 사용방법을 양식 (1)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식 (1)의 

사용방법란에 기재할 곳을 표시한 후에 다른 곳에 기재할 수 있다.

(5)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색, 크기 등은 다음 내용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가.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색은 배경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할 것.

나.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크기 및 서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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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표시사항

이탄

일반표시사항

원료

유기물 함유율

유기물 중 부식산   함유율

용도(주된 효과)

수분 함유율

사용방법

파크퇴비

일반표시사항

원료

유기물 함유율

유기물 중 부식산   함유율

용도(주된 효과)

수분 함유율

사용방법

부식산질 자재

일반표시사항

원료

유기물 함유율

유기물 중 부식산   함유율

용도(주된 효과)

수분 함유율

사용방법

목탄

일반표시사항

원료

단위용적질량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규소토 소성알

일반표시사항

원료

단위용적질량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제올라이트

일반표시사항

원료

양이온 교환용량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별표(제1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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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자재의 종류 표시사항

버미큐라이트

일반표시사항

원료

단위용적질량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펄라이트

일반표시사항

원료

단위용적질량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벤트나이트

일반표시사항

원료

팽윤력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VA균 근균자재

일반표시사항

원료

공생율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보존조건

보존기한

폴리에틸렌이민계 자재

일반표시사항

원료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폴리비닐 알콜계자재

일반표시사항

원료

용도(주된 효과)

사용방법

`

비고

1. 일반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비료단속법(1950년 법률 제127호) 제17조 규정에 의

거하여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는 자 또는 동법 제1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업자 보증표를 첨부하는 자는 (1) 및 (3)에서 (5)까지의 표

시를 특수비료의 품질표시기준(2000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63호)에 의거하

여 표시를 붙인 자는 (1), (3) 및 (5)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토양개량자재의 명칭

(2) 토양개량자재의 종류

(3) 표시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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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사업장 명칭, 소재지(제조업자에 한함)

(5) 정미량

2. 비료단속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

는 자 또는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업자 보증표를 첨부하는 자는 원

료에 대한 표시를, 특수비료 품질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원료 또는 수분함유량을 표시

하는 자는 원료 또는 수분 함유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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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시험방법

1. 이탄 및 부식산질 자재의 시험방법

(1) 시험재료의 조제

시험재료 약 500g을 분쇄기(2mm의 그물 사용)로 분쇄하고 잘 혼합한다. 그 

중에서 약 20g을 취하여 더욱 미세하게 분쇄하고 0.5mm의 체망을 모두 통

과한 것을 시험재료로 한다.

(2) 수분

시험재료 약 2g(S1)을 측정병에 덜어서 105℃에서 4시간 건조하여 감량(a)

을 수분으로 한다. 수분 함유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수분함유율 

×

(3) 유기물

시험재료 약 2g(S2)을 자제(磁製) 도가니에 덜어 550~600℃에서 4시간 가열

하여 강열 잔분(b)를 측정한다. 유기물 함유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유기물함유율수분함유율

×

건조물당유기물함유율×수분함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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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식산

가. 시약 조제

(가) 계면활성제 함유 4％ 염산액

적량의 정제수에 특급염산 100ml를 더해 이것에 500mg의 라우릴 황

산 나트륨을 더한 후 다시 정제수를 더하여 정확히 1 l로 한다.

(나) 계면활성제 함유 0.04％ 염산액

계면활성제 함유 4％ 염산액 10ml를 취해 이것에 정제수를 더하여 정

확히 1 l로 한다.

(다) 1％ 수산화나트륨 용액

수산화나트륨 10g을 정제수에 녹혀 정확히 1 l로 한다.

(라) 20％ 염산액

특급염산과 정제수를 용량비 1대 1 비율로 혼합한다.

나. 조작

시험재료 약 1~2g(S3)을 용량 100ml의 뚜껑 있는 유리 원심관에 덜어 이

것에 계면활성제 함유 4％ 염산액 50ml를 더해 발포가 안정될 때까지 흔

들어 섞는다. 그리고 이것을 뚜껑을 덮어 1시간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한 

후 윗물을 제거한다.

그 후에 계면활성제 함유 0.04％ 염산액 50ml를 더하여 뚜껑을 덮고 1분

간 심하게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한 후 윗물을 제거한다. 이 세정조작을 1

회 더 반복한다.

세정조작을 마친 침전물에 1％ 수산화나트륨액 50ml를 더해 뚜껑을 하고 

1시간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한 후 윗물을 용량 300ml의 비이커로 옮긴다.

이 조작을 2회 더 반복하여 윗물의 합계량을 부식산 추출액으로 한다.

부식산 추출액에 20％ 염산액을 더해 pH를 1.0가 되도록 조제한다. 1시간 

방치한 후 비이커에 내용물을 용량 100ml 원심관에 옮겨 원심분리한 후 

윗물을 제거한다. 침전물에 정제수 50ml를 더해 뚜껑을 덮어 1분간 심하

게 흔들어 섞어 원심분리한 후 윗물을 제거한다. 이 세정조작을 2회 더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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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관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하고 그 내용물의 중량 (c)를 구한다. 또,

건조한 내용물의 일정량(S4)를 자제(磁製) 도가니에 정확히 덜어 550~60

0℃에서 4시간 가열하고 강열감량 (d)를 구한다.

다. 계산

유기물중 부식산 함유율

××수분함유율×건조물당유기물함유율
×××

2. 파크퇴비 시험방법

(1) 시험재료의 조제

시험재료 약 200g을 분쇄하고 4mm의 체망을 모두 통과한 것을 시험재료로 

한다.

(2) 수분

1의 (2) 방법에 의한다.

(3) 유기물

1의 (3) 방법에 의한다.

3. 목탄 및 규소토 소성알 시험 방법

(1) 시험재료의 채취

기건(気乾)상태에서 4분법으로 축소분리하여 약 2 l를 시험재료로 한다.

(2) 단위용적질량

가. 장치

용적을 계량하는 용기는 내부 직경 14cm, 내부 높이 13cm인 금속제 원

통형 용기(용량 2 l)를 준비한다. 용기 용량은 이것을 채우는 데 필요한 

물 질량을 측정한 후 산출한다. 또, 저울은 1g의 정밀도 있는 것을 준비

한다.

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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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삽으로 시험재료를 떠서 용기에 낙차를 두지않고, 큰알갱이와 작은 

알갱이가 분리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옮겨 담는다. 다음으로 시료 표면을 

가볍게 자로 고르게 한다. 이 때 용기 상면에 많은 알갱이 돌기가 있을 

경우는 돌기가 같아지도록 평편하게 한다.

용기 안의 시험재료의 질량을 측정하고 용기 용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단

위용적질량을 산출한다.

동일 시험재료에 대해 2회 시험하고 평균치(kg／1)를 산출한다. 시험결

과의 차가 평균치의 3％ 이하이지 않으면 안된다. 3％를 넘는 경우는 시

험재료 채취부터 재시험을 해야 한다.

4. 제올라이트 시험 방법

(1) 시험재료의 조제

시험재료를 자제(磁製) 도가니에 덜어낸 후 분쇄하여 0.5mm 체망을 모두 

통과한 것을 시험재료로 한다.

(2) 수분

1의 (2) 방법에 의한다.

(3) 양이온 교환 용량

가. 장치

그림과 같이 토양침출장치를 준비한다.

A：세정액 용기

B：침투관

C：수기(受器)

나. 시약 등의 조제

(가) 1규정 초산암모늄액

특급 암모니아수(비중 0.9) 67ml에 정제수를 더해 정확히 500ml로 하

고 2규정 암모니아액을 조제한다. 다음으로 특급 초산(순도 99％ 이

상) 58ml에 정제수를 더해 정확히 500ml로 하고 2규정 초산액을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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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규정 암모니아액과 2규정 초산액을 용량비 1대 1 비율로 혼합

하고 필요하면 암모니아수 또는 초산액으로 pH가 7이 되도록 조제한

다.

(나) 80％ 메틸알콜액

특급 메틸알코올 800ml에 정제수 200ml를 더한 후 BTB(브로모티몰

블루) 시험지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로 pH가 7이 되도록 조제한다.

(다) 10％ 염화나트륨액

특급 염화나트륨 100g에 정제수를 더해 정확히 11로 한다.

(라) 거름종이 펄프

세단한 거름종이를 열탕 중에 뒤섞어 조제한다.

(마) 규사 분말

매사(海砂(시약))을 분쇄하여 250μm 정도의 알갱이를 모아 20％ 염

산액을 더해 70℃에서 1시간 가열한 후 정제수로 충분히 세정한다. 이

것을 800℃에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다.

다. 조작

침투관 하부에 탈지면 조각으로 지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거름종이 펄프

를 채워 두께 약 5mm의 평편한 여과면을 만든다.

침투관의 하단을 파라필름으로 봉하고 침투관에 1규정 초산 암모늄액을 

넣는다. 시험재료 약 1g(S)을 정확히 덜어내어 이것과 규사분말 약 4g을 

층이 생기도록 교대로 낙하 침강시킨다. 침투관의 파라필름을 벗겨내고 

수관(受器)에 연결하여 1규정 초산 암모늄액 100ml을 세정액 용기에 넣

어 4시간 이상 침투하도록 적하(滴下) 속도를 조절한다.

적하 종료 후 수기(受器)를 바꾸어 80％ 메틸알콜액에서 침투관 상부 내

벽을 씻고 거기에 80％ 메틸알콜액 50ml로 침투 적하하고 과잉 초산 암

모늄액을 제거한다.

다시 수기를 바꾸어 10％ 염화나트륨액 100ml를 침투 적하하고 시험재

료에 흡착되어 있는 암모늄이온을 용탈(溶脱)시킨다. 얻어진 염화나트륨 

침출액을 200ml 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소량의 정제수로 씻은 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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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를 더하여 정확히 200ml로 한다. 이 때 일정량(aml)을 정확히 덜어 

통상의 방법에 따라 암모니아 이온양(bmeq)을 측정한다.

라. 계산

양이온교환용량 ×
××

건조물당양이온교환용량 ×수분함유율
×××

5. 버미큐라이트 시험방법

단위용적질량

일본공업규격 A5009의 단위용적중량 시험방법에 의한다.

6. 펄라이트 시험방법

단위용적질량

일본공업규격 A5007의 단위용적중량 시험방법에 의한다.

7. 벤트나이트 시험방법

(1) 수분

1의 (2) 방법에 의한다.

(2) 팽윤력

시험재료 약 2g(S)을 정확히 덜어 정제수 100ml를 넣은 뚜껑 있는 100ml의 

메스실린더에 더한다. 이 경우 더한 시험재료가 내벽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또, 시험재료가 충분히 흡수 또는 분산하도록 1회 첨가량을 조절함

과 동시에 앞에 더한 시험재료의 대부분이 침강하고 나서 다음 시험재료를 

첨가한다.

시험재료를 첨가하고 나서 뚜껑을 하고 24시간 후에 메스실린더의 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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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한 용적(aml)을 해독한다.

팽윤력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팽윤력 
×

건조물당팽윤력 ×수분함유율
××

8. VA균 근균자재 시험방법

(1) 시험재료의 조제

버미큐라이트 50cm와 표준 사용량에 상당하는 양의 자재를 용기에 채워 

시험식물을 파종한 것을 시험재료로 한다.

(2) 재배

온도 25℃, 조도 15, 000~20, 000룩스로 16시간／하루 이상의 조건하에서 

시험식물을 4주일 동안 통상의 관리방법으로 재배한다.

(3) 공생율 측정

재배 후 시험식물의 뿌리(이하「식물근」)를 분리하여 물로 씻는다. 식물뿌

리만 들어있는 시험관에 10％ 수산화칼륨 용액을 식물뿌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넣어 90℃ 이상의 더운물에 시험관을 담그어 온도를 유지하면서 식

물뿌리가 투명해지도록 방치한다. 수산화칼륨 용액을 제거하고 물로 씻은 

후 시험관 안에 5％ 염산을 식물뿌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방치한다. 염산 제거 후 염색액(아닐린블루 또는 트리번블루 0.

1％)을 식물뿌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넣고 90℃ 이상의 뜨거운 물 속에 

30분 정도 방치한다. 식물뿌리를 1cm 정도 간격의 격자라인이 있는 샬레

(원형유리접시)에 옮겨 현미경으로 공생율을 측정한다.

공생율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공생율=
식물뿌리와 격자라인의 교차점 수 중 VA균 근균이 공생하는 점수

×100
식물뿌리와 격자라인의 교차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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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물뿌리와 격자라인의 교차점 수는 무작위로 100개소 이상 카운트하는 

것으로 공생율은 3개의 샘플 이상의 평균치를 이용한다.

9. 폴리에틸렌이민계 자재의 시험방법

점도

시험액의 성분농도를 질량백분율 3％에 조제한 후 일본공업규격 K6833의 

점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10. 폴리비닐알콜계 자재의 시험방법

평균 중합도

일본공업규격 K6726의 평균중합도 시험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탄 및 부식산질자재의 시험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

1985년 3월 1일

농림수산성 농잠 원예국 농산과 토양보전반

이탄 및 부식산질 자재 중에는 수분 함유율이 매우 높은 것, 부식산 함유율

이 극히 적은 것, 저분자인 것, 고분자인 것 등 부식산 형태가 다양하므로 

자재에 따라서 시험측정 오차가 현저하게 큰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토양개량

자재품질표시기준(1984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2002호) 별표(이하 「표시기

준별지」) 1의 방법에 의해 조작상 현저히 곤란한 자재 시험방법에 대해서

는 우선 이하와 같이 취급해도 지장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記

1. 시험재료 조제에 대해

수분 함유율이 높고 분쇄가 곤란한 자재에 대해서는 바람건조 시험재료

(원시험 재료를 바람 건조시킨 것)를 분쇄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의 바람

건조 전후의 수분 함유율을 미리 측정해 둔다.

바람건조 시험재료를 이용하여 유기물 함유율 등을 시험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해 수분보정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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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합유율  

×


×

건조물당유기물함유율  ×
×

×

단, 여기에서 S2, V1, V2는 다음과 같다.

S2：바람건조 시험재료의 중량(g)

V1：원시험재료(바람건조 전 시험재료)의 수분 함유율(％)

V2：바람건조 시험재료의 수분 함유율(％)

2. 부식산의 시험방법에 대해

(1) (생략)

(2) 분해가 진행된 비교적 저분자 부식산인 것 등을 위해 표시기준별지 1

의 (4) 나의 정제수 세정에 따른 침전물이 용해, 부상(수면에 떠오름)

한 경우는 정제수 50ml 3회 대신에 염산액(4＋1000)25ml에서 2회 세

정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단, 이 경우 세정조작을 끝낸 후 원심

관의 건조온도 및 시간은 100℃에서 항량(恒量)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3) 유기물 중의 부식산 함유율이 낮음에 따라 표시기본 별지 1의 (4) 나

의 내용물 중량 (c) 또는 강열 감량 (d)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또,

건조한 내용물의 일정량(S4)을 자제(磁製) 도가니에 정확히 덜어 

550~600℃에서 4시간 가열하여 강열감량(d)을 구한다.」의 조작은 생

략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유기물 부식산의 함유율은 아래와 같다.

×수분함유율×건조물당유기물함유율
×××

또, 수분 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바람건조 시험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는 상기의 계산식의 수분 함유율은 바람건조 시험재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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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비료를 지정하는 건

1950년 6월 20일 농림성 고시 제177호 시행 즉일 

이 기간 48회 개정

개정 2001년 5월 10일 농림성 고시 제639호 시행 2001년 6월 10일

개정 2001년 10월 15일 농림성 고시 제1375호 시행 즉일

개정 2004년 1월 15일 농림성 고시 제70호 시행 2004년 5월 1일

개정 2004년 4월 23일 농림성 고시 제970호 시행 2004년 5월 25일

개정 2004년 10월 25일 농림성 고시 제1925호 시행 2004년 11월 1일

개정 2005년 2월 7일 농림성 고시 제253호 시행 2005년 3월 9일

개정 2012년 8월 8일 농림성 고시 제1987호 시행 2012년 9월 7일

개정 2014년 9월 1일 농림성 고시 제1147호 시행 2014년 10월 1일 

1 비료단속법 제2조 제2항의 특수비료

(가) 좌측에 게재하는 비료에서 분말로 하지 않는 것

생선 찌꺼기(어황(魚荒) 찌꺼기 포함. 이하 동일.)

건어물 비료

건잠봉

갑각류질 비료

증제골(탈항골을 포함하여 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비료단

속법 시행 규칙(1950년 농림성령 제64호) 제1조 제1호 마의 규정에 따

라 소, 면양, 산양, 사슴에 의한 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서 생산되는 

비료 섭취에 기인하여 생기는 가출의 전달성 해면상 뇌증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조치(이하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하고, 또한 소 부

위(소 유래 원료 중 고기(식용으로 사용 후 또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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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비료원료로서 사용되는 고기에 한함), 뼈(식용으로 사용된 후 또

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료 원료로서 사용되는 식품인 뼈에 한

함), 가죽, 털, 뿔, 발, 장기(식용으로 사용된 후 또는 식용으로 사용되

지 않고 비료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식품인 장기에 한함)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소(월령이 30개월 이하의 

소(출생 연월일로 기산하여 30개월을 경과한 날까지)는 제외)의 척추

(배근신경절을 포함하여 경추횡돌기, 경추극돌기, 흉추극돌기, 요추극

돌기, 선골날개, 정중선골능 및 미추는 제외) 및 도축장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소의 부위(이하「척추 등」)

가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으로 제

조된 것에 한함)

증제저각(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함)

고기 찌꺼기(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

에 한하고 또한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

은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으로 제조된 것에 한함)

우모(牛毛) 찌꺼기

우모 찌꺼기(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함)

조쇄석(粗砕石) 회석

(나)

쌀겨

발효 쌀겨

발효 찌꺼기(생산공정 중에 염산을 사용하지 않은 간장찌꺼기는 제외. 이

하 동일)

아미노산 찌꺼기(폐당밀 알코올 발효농축폐액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하여 

유리 황산 함량 0.5%이상의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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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식물유의 찌꺼기 및 그 분말(식물종자 찌꺼기를 원료로서 사용한 

식물유 찌꺼기 및 그 분말을 가리킨다)

초본성 식물종자 피각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나무 기름 찌꺼기 및 그 분말(카포식유 찌꺼기 및 그 분말은 제외. 이

하 동일)

커피 찌꺼기

찌꺼기 대두 및 그 분말(찌꺼기 대두 또는 물 젖음 등에 의해 변질한 대두

를 가열한 후 압축한 것 및 그 분말)

담배 찌꺼기 분말 및 그 분말(변성하지 않는 담배 찌꺼기 비료 분말은 제외)

건조해초 및 그 분말

낙면 분리 찌꺼기 비료

쑥 찌꺼기

초목탄(쓰레기재는 제외)

군탄비료

골탄분말(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한다. 또한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서 제조된 것에 한함)

골회(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한

다. 또한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

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서 제조된 것에 한함)

셀라식 찌꺼기와 관계없이(오세인으로부터 젤라틴을 추출한 찌꺼기를 건

조한 것을 제외하고 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한다. 또한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서 제조

된 것에 한함)

어린(魚鱗)(증제어린 및 그 분말은 제외)

가금 가공 찌꺼기 비료(증제모 가루(날개 증제한 것 포함)는 제외)

발효건분비료(시뇨를 혐기성발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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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뇨(응집을 촉진하는 지료(이하 「응집촉진재」) 또는 악취를 방지하

는 재료(이하 「악취방지재」)를 더해 탈수 또는 건조한 것은 제외)

동물 배설물

동물 배설물의 연소재

퇴비(짚, 쌀겨, 수피(樹皮), 동물 배설물 기타 동식물질의 유기질물(진흙 

및 어개류 장기는 제외)를 퇴적 또는 교반하고 부숙시킨 것(요소, 황산

암모니아 기타 부숙을 촉진하는 재료를 사용한 것 포함)을 의미하고 

소 유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하고 

또한 소 부위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척추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으로 제조된 것에 한함)

구아노(질소질 구아노 제외)

발포소화제 제조 찌꺼기(저각 등을 원료로 소화제를 제조할 때에 생기는 

찌꺼기를 가리키고 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조치가 

행해진 것에 한함)

조가비비료(조개분말 및 조개재 포함)

조개화석분말(고대에 생식한 조개류(불가사리류 또는 기타 수성동물류가 

혼재한 것 포함)가 지중에 매몰 퇴적하여 풍화 또는 화석화한 것의 분

말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제당부산 석회

석회처리비료(과실가공 찌꺼기, 두부찌꺼기 또는 소주증류폐액을 석회으

로 처리한 것으로 건조물 1킬로그램에 대해 알칼리 함유량이 250그램

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철 함유물(갈철석(늪철광 포함), 광재(주로 철분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철

분을 100분의 10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철분 및 암석 풍화물로 

철분을 100분의 10 이상 함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미분탄연소재(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연소할 때에 발생하도록 녹인 재

로 연도(煙道)의 기류중 및 연소실 바닥 부분에서 채취한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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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연소실 바닥 부분에서 채취한 것은 3밀리미터의 체망을 전부 

통과한 것에 한함. 이하 동일.)

칼슘비료(주로 칼슘분 사용을 목적으로 엽면산포에 이용하는 것에 한함.)

석고(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물로 발생되는 것에 한함)

라. 비료단속법 제35호 제1항 전 단의 비료

공업용 황산암모니아, 염산암모니아, 초산암모니아, 초산소다, 요소, 석회질

소, 초산암모니아소다비료, 초산고토비료, 글리옥살 축합요소, 액상질소비

료, 인산고토비료, 액체인산비료, 용성진흙회산 인비, 광재인산비료, 부산인

산비료, 혼합인산비료, 황산칼륨, 염화칼륨, 혼합칼륨비료, 증제제각가루, 생

골가루, 대두유찌꺼기 및 그 분말, 땅콩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담배 찌꺼기 

비료 및 그 분말, 옥수수 침지액 비료, 화성비료, 배합비료, 용성진흑회 복합

비료, 생탄회, 탄산칼슘비료, 부산석회비료, 혼합석회비료, 광재규산질비료,

경량기포콘크리트 분말비료, 실리카겔비료, 규회석비료, 황산고토비료, 수산

화고토비료, 초산고토비료, 탄산고토비료, 부산고토비료, 황산망간비료, 부

산망간비료, 액체부산망간비료, 붕산염비료, 붕산비료, 하수진흙비료, 시뇨

진흙비료, 공업진흙비료, 혼합진흙비료, 소성진흙비료, 황산 및 그 화합물,

조쇄석회석, 나무열매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미분탄 연소재, 칼슘비료, 석고,

철함유물

사료용 요소, 이소브틸알데히드 축합요소, 소성인비, 액체인산비료, 부산인

산비료, 염화칼륨, 생선찌거기 및 그 분말, 건어비료 및 그 분말, 말린덩어리

생선 찌꺼기, 증제어린 및 그 분말, 건잠용 및 그 분말, 잠용유찌꺼기 및 그 

분말, 옥수수배아 및 그 분말, 대두유찌꺼기 및 그 분말, 유채유찌꺼기 및 그 

분말, 면유찌꺼기 및 그 분말, 땅콩유찌꺼기 및 그 분말, 아마니유찌꺼기 및 

그 분말, 참기름찌꺼기 및 그 분말, 쌀겨유 찌꺼기 및 그 분말, 기타 초목성 

식물유 및 그 분말(해바라기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니가유 찌꺼기 및 그 분

말, 들깨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에 한함),케이폭유 찌꺼기 및 그 분말, 옥수수

배가유 찌꺼기 및 그 분말, 두부 찌꺼기 건조비료, 그 분말, 연지유 찌꺼기 

분말, 옥수수 침지액비료, 건조균체비료(건조효모에 한함), 어폐물 가공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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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피혁가루, 담배찌꺼기 비료 및 그 분말, 또는 이탄을 원료로 사용하거

나 악취방지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부산동물질비료, 부산식물질비료, 혼

합유기질비료(증제피혁가루, 피마자유 찌꺼기 분말, 담배찌꺼기비료 분말,

건조 균체비료(식품공업, 펄프공업, 발효공업 또는 젤라틴공업 배수를 활성

슬러지법에 의해 정화할 때에 얻어지는 균체를 가열건조한 것에 한함), 가공

가금분비료 또는 어폐물 가공비료(증제피혁가루, 담배찌꺼기 비료 및 그 분

말, 또는 이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악취방지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를 원

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화성비료, 실리카겔비료, 황산고토비료, 탄산고토

비료, 황산망간비료, 쌀겨, 발효찌꺼기, 나무열매유 찌꺼기 및 그 분말(야자

핵유 찌꺼기 및 그 분말에 한함), 조개화석분말.

부 1에 게재하는 비료는 조립(造粒), 성형(成形), 압편한 것을 포함한다.

부칙(2014년 9월 1일 농림성고시 제1147호)

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 따라 개정 후 1950년 6월 20일 농림성 고시 제 177호의 1의 

(가) 및 (나)에 규정하는 확인은 이 고시 시행 전에도 이 고시에 따라 개정

한 후인 1의 (가) 및 (나)의 규정의 예에 따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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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비료 품질표시기준을 정하는 건

2000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63호 시행 2000년 10월 1일

개정 2001년 10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377호 시행 즉일

2004년 1월 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72호 시행 2004년 5월 1일

2004년 10월 2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926호 시행2004년 10월 25일

2005년 2월 2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364호 시행 2005년 4월 1일

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51호 시행 2014년 10월 1일

비료단속법(1950년 법률 제127호) 제22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특수비료에 

대한 표시 기준이 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특수비료 품질표시기준

제1 표시사항

특수비료의 품질에 관해 표시해야 할 사항(이하 표시사항 )은 별표대로이다.

제2 준수사항

1.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

표 1에 규정하는 표시사항 표시에 대해서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

업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료의 명칭

당해 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료단속법(1950년 법률 제127호.

이하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

한 비료 명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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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의 종류

별표의 비료 종류 항의 명칭을 사용할 것. 단, 퇴비(진흙 또는 어개류 장

기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것은 제외)는 「퇴비」로 표시할 수 있다.

(3) 신고를 한 도도부현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도

도부현을, 판매업자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도도부현을,

각각 표시할 것.

(4) 표시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자는 당해 표시를 한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할 것.

(5) 정미중량

정미중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기재할 것. 단, 용적량을 리터 단위로 병기

할 수 있다.

(6) 생산(수입) 연월

가. 다음 예 중 어느 하나로 기재할 것.

(가) 2000년 4월

(나) 12.4

(다) 2000.4

나. 생산 또는 수입한 연월을 판매업자가 모를 때는 「생산(수입) 연월」

을 「표시 연월」로 하고 표시한 연월을 기재할 것.

(7) 원료

가. 원료명은 「닭 분」, 「쌀겨」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중량이 큰 원료 순으로 그 내용을 명기하고 다음에 게

재하는 예에 따라 기재할 것.

다. 생산에 있어서 동물 유래 단백질(사료 및 사료 첨가물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1976년 농림성령 제35호) 별표 제1-2- (1)-가, 나, 다에 정하

는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유래 단백질 또

는 어개류 유래 단백질을 가리킨다)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에 게재하는 

경우에 따라 기재할 것.



194

(가) 소 유래의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 비료에는 동물 유래 단백질이 들어있으므로 가축의 입에 들

어가지 않는 곳에서 보관・사용해 주세요.

(나) 소 유래의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이 비료에는 소 유래 단백질이 들어 있으므로 가축의 입에 들어

가지 않는 곳에서 보관・사용하고 가축에게 주거나 목초지에 사

용하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라. 1950년 6월 20일 농림성 고시 제177호(비료단속법에 의거하여 특수비

료 등을 지정하는 건)-1-(나) 또는 ( ) 또는 1986년 2월 22일 농림수산

성 고시 제284호(비료단속법에 의거하여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을 정하

는 건)-4-(1) 또는 (2)의 표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있어서 제조된 것은 그 내용을 기재할 것.

라. 생산에서 부숙(腐熟)을 촉진하는 재료가 사용된 것은 재료 명칭을 기

재할 것.

마. 생산에 있어서 비료단속법 시행규칙(1950년 농림성령 제64호) 제1조 

제1호 마.의 섭취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재

료 명칭 및 사용량을 기재할 것.

바. 가.에서 마.까지의 기재는 게재 예에 따라 기재할 것.

(원료)

소 분, 닭 분, 골육 가루, 짚 종류, 수피(樹皮), 골회 분말

비고：1. 생산에 사용된 중량이 큰 순서이다.

2. 이 비료에는 소 유래 단백질이 들어 있으므로 가축의 입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사용하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거나 목초지에 사용하

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3. 육골 가루 및 골탄 분말은 소 척추가 혼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

수산대신의 확인을 받은 공정에 따라 제조된 것이다.

4. 부숙(腐熟)을 촉진하기 위해 뇨소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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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면양, 산양, 사슴이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석회를 5%

사용한 것이다.

(8) 주요 성분의 함유량

가. 주요 성분의 함유량은 별지의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거하여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하고 중간란에 표시 단위를 이용하여 현물당 

수치로 기재할 것. 이 경우 표시치의 오차 범위는 오른쪽란에 기재한다.

나. 현물당 수치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주요성분의 함유량」

을 「주요성분의 함유량(건조물당)」으로서 건조물당 수치 및 수분함

유량을 기재할 것.

다. 질소전량, 인산전량 또는 칼륨전량에 대해서는 현물당 함유량 측정결

과가 0.5％ 미만인 경우는 「0.5％ 미만」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항목 표시 단위 오차 허용범위

질소전량 (％) 표시치가 3% 이상의 경우는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표시치가 3% 미만의 경우는 플러스 마

이너스 0.3%

인산전량 (％)

칼륨전량 (％)

동 전량
1킬로그램당

밀리그램(mg／kg)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아연전량
1킬로그램당

밀리그램(mg／kg)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석회전량 (％)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탄소질소비 ―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수분함유량 (％) 표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2. 표시의 양식

(1)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비료의 최소판매단위 마다 외

부에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양식에 따라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또는 같은 

양식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기 또는 포장에서 쉽게 떨어지

지 않도록 하고, 용기 또는 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서면을 붙

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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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단속법에 의거한 표시

2센티미터 
이상

8.8센티미

터 이상

비료의 명칭
비료의 종류
신고를 한 도도부현

7.2센티미터 이상

(2) (1) 양식에는 별표 비료의 종류마다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3) 비료의 정미중량이 6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의 양식의 치수는 적

당히 한다.

(4)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색, 크기 등은 다음에 의한다.

가.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색은 배경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할 것.

나. 표시에 이용하는 글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크기 및 서체로 할 것.

(5) 생산, 수입 또는 표시 연월을 (1)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수입)한 연월」란에 기재 장소를 표시한 후에 다른 장소

에 기재할 수 있다.

(6) 원료를 (1)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료」 란

에 기재장소를 표시하고 다른 장소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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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표시사항

퇴비(진흙 또는 어개류 장기를 원료로

생산되는 것은 제외)

일반표시사항

원료

주요성분의 함유량

질소 전량

인산 전량

칼륨 전량

동 전량

아연 전량

석회 전량

탄소질소비

수분함유량

동물 배설물

별표(제1관계)

비고

1. 일반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료의 명칭

(2) 비료의 종류

(3) 신고한 도도부현

(4) 표시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정미중량

(6) 생산(수입)한 연월

2. 주요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동 전량은 돼지 분을 원료로 사용하고 현물 

1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연 전량은 돼지 

분 또는 닭 분을 원료로 사용하고 현물 1킬로그램당 900밀리그램 이상 함유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석회전량은 석회을 원료로 하여 사용하고 현물 1킬로

그램당 150그램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분함유량은 건조물당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각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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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관계)

주요성분 함유량 등의 측정방법

1. 질소 전량

켈달법에 의해 공시 시험재료 중의 질소량을 정량하고 이것의 시험재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 (％)을 질소전량으로 한다. 단, 초산성 질소를 함유하는 

경우는 전 처리로서 초산성 질소를 암모니아성 질소로 환원하도록 한다.

2. 인산 전량

공시(供試) 시험재료를 회화(灰化)한 후 염산으로 용해하고 용해액 중의 인

산(P2O5)양을 버나드몰리브덴산 암모늄법에 의해 정량하여 이 시험재료 중

량에 대한 백분율(％)을 인산 전량으로 한다.

3. 칼륨 전량

공시 시험재료를 탄화한 후 염산으로 용해하고 이 용해액 중의 칼륨(K2O)

양을 원자흡광 측정법에 의해 정량하고 이 시험재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

(％)을 칼륨 전량으로 한다.

4. 동 전량

공시 시험재료를 습식 분해법에 의해 용해하고 이 용해액 중의 동(Cu)의 양

을 원자흡광 측정법에 따라 정량하고 시험재료 1킬로그램당 중량(mg)을 동 

전량으로 한다.

5. 아연 전량

공시 시험재료를 습식 분해법에 따라 용해하고 이 용해액 중의 아연(Zn) 양

을 원자흡광 측정법 등에 의해 정량하고 시험재료 1킬로그램당 중량(mg)을 

아연 전량으로 한다.

6. 석회 전량

공시 시험재료를 회화(灰化)한 후 염산으로 용해하여 이 용해액 중의 석회

(CaO) 양을 원자흡광 측정법 등에 의해 정량하고 이 시험재료의 중량에 대

한 백분율(％)을 석회 전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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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탄소질소비

니크롬산 산화법에 의해 공시 시험재료 중 유기탄산을 정량하고 이것의 공

시 시험재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 이것을 질소전량으로 뺀 값

을 탄소질소비로 한다.

8. 수분함유율

공시 시험재료의 중량을 계산하고 섭씨 100도에서 5시간 건조한 후 다시 계

량하여 건조 전 시험재료의 중량과 건조 후 시험재료의 중량 차에 대한 건

조 전 시험재료 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수분함유량으로 한다. 단, 휘발물

을 함유하는 경우는 적당히 보정한다.

부칙(2014년 9월 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150호)

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소 유래의 원료를 원료로서 생산

된 특수비료에 대해서는 당해 특수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있어서도 고시 개정 후의 특수비료 품질표시기준 제2의 

1-(7)- 다((나)와 관련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 예에 따라 당해 특수비료 표

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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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제정 1999. 7.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1999 - 1호 ]

일부개정 2000. 4. 1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7호

2001. 1.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20호

2002. 1.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7호

2002. 11. 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3호

2002. 12.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9호

2003. 8.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 - 18호

2004. 10.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 - 19호

2005. 3.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1호

2006. 1.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26호

2007. 4.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 - 3호

2009. 1.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13호

2009. 9.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8호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9호

일부개정 2009. 10.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30호

2010. 3. 2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8호

2010. 12. 2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33호

2011. 11.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 - 32호

2012. 1.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1호

2012. 7. 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34호

2013. 2. 1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5호

2013.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36호

2013. 12.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41호

2014. 7.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 - 13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 비료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

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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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

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

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

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11.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

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

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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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

다.<개정 2011. 11. 1., 2012. 7.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

(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

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법 제2조

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

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

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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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

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

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

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

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

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

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

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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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

(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2. 14.>

2.「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

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

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

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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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

목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6.「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

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

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

8.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

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

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

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

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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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로 한다.

부 칙 <2009.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로 한다.

부 칙 <2010. 3.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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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 7. 1

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

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11.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

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

일까지로 한다.



208

부 칙 <2012. 1.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별표 1, 별표 2의 11. 상토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은「 비료관리법 」제2

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상토를 토양개량용자재로 정하여 공

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

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

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7.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

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

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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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2. 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

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

(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

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0.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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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

(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

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

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2. 2.>

「비료공정규격」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를 폐지한다.

부 칙 <2014. 7.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

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

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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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보

통 

비

료 

1.질소질 
비료

(2009. 10. 1.)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
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2009. 10. 1.),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
(CDU)(2009. 10. 1.), 아이비디유(IBDU)(2009. 10.
1.), 엠유(MU)(2002. 11. 8., 2009. 10. 1.), 칠레초석
(2005. 3.19.), 질산희토(2009. 10. 1.), 광물융합체질소
<2010. 12. 23.>

17

2.인산질
비료

(2009. 10. 1.)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2009. 10. 1.)

6

3.칼리질
비료

(2009. 10. 1.)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2009. 10. 1.), 염화칼
륨(2009. 10. 1.), 황산칼륨고토(2009. 10. 1.)

3

4.복합 비료 제1종복합(2009. 10. 1.), 제2종복합(2009. 10. 1.),
제3종복합(2009. 10. 1.),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
액․관주용(2009. 10. 1.), 화초용), 엠유(MU)복합
(2009. 10. 1.), 피복복합(2009. 10. 1.), 씨디유(CDU)
복합(2009. 10. 1.), 피복요소복합(2009. 10. 1.), 아
이비디유(IIBDU)복합(2009. 10. 1.), 포름요소복합
(2009. 10. 1.)

12

5.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2009. 10. 1.), 수용성분상
석회(2009. 10. 1.), 부산석고(2009. 10. 1..)

10

6.규산질 
비료

규산질(2009. 10. 1.),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
석비료2호(2009. 10. 1.)), 광재규산질(2009. 10. 1.),
경량콘크리트규산질(2009. 10. 1.), 규인(2009. 10.
1.), 규인칼륨(2009. 10. 1.)

6

7.고토 비료 황산고토(2009. 10. 1.), 가공황산고토(2009. 10. 1.), 고토
붕소(2009. 10. 1.), 수산화고토(2002. 1. 31., 2009. 10.
1.)), 질산고토<신설 2011. 11. 1.>, 부산고토<신설 2011.
11. 1.>

6

8.미량요소비
료

붕산(2009. 10. 1.), 붕사(2009. 10. 1.), 황산아연
(2009. 10. 1.), 미량요소복합(2009. 10. 1.)

4

9.삭제
<2012. 7. 3.>

삭제<2012. 7. 3.> 삭제
<2012. 7. 3.>

10.그 밖의 
비료<개정
2013. 2.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2009. 10. 1.), 
재(2009. 10. 1.), 아미노산발효부산액(2009. 
10. 1.) 부산동물질액(2002. 11. 8.)(2009. 

9
<2014. 7. 1.>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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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14.> 10. 1.), 삭제<2014. 7. 1.>, 아미노산발효부
산박(2009. 10. 1.), 삭제<2014. 7. 1.>, 상
토1호<신설 2012. 1. 2., 2013. 2. 14.>, 
상토2호<신설 2012. 1. 2., 2013. 2. 14.>

11.삭제<2013
. 2. 14.>

삭제 <2013. 2. 14.> <삭제>

소 계 <개정 2012. 7. 3., 2014. 7. 1.> 73

부
산
물
비
료

1.부숙유기질
비료

(2009. 10.. 01., 
2012. 7. 3.)

가축분퇴비(2002. 12. 31., 2010. 3. 29.), 퇴비, 부숙
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
효액 (2002. 12. 31.), 부숙왕겨, 부숙톱밥

9

2.유기질비료
(개정2012. 7.

3.)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2009. 10. 1.>, 혼합
유기질<2009. 10. 1.>,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
복합<2003. 8. 5., 2009. 10. 1.>, 혈분<신설 2013. 2.
14.>

18
<2012. 7. 3.>

3.미생물 
비료

(2009. 10. 1., 
2012. 7. 3.)

토양미생물제제, 삭제<2011. 11. 1.> 1

4.그 밖의 
비료<개정
2014. 7.
1.>

건계분(2009. 10. 1.), 지렁이분<신설 2011. 11. 
1.>

2

소계 <개정 2013. 2. 14., 2014. 7. 1.> 30

합  계 <개정 2013. 2. 1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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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암모늄

(유안)

암모니아태질소: 20 암모니아태 질소 함

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   소: 0.005

설파민산: 0.01
02.

요소

질소전량: 4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03.

염화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25

04.

부산염화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23

05.

질산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16

질산태질소: 16

06.

석회질소

질소전량: 19 디시안디아미드태

질소: 1.2 % 이하

07.
암모니아수
<2009. 10. 1.>

암모니아태질소: 15

08.

질산석회

질산태 질소: 10

<2000. 4. 10.>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09.

질황안

암모니아태질소: 18

질산태질소: 7

<2002. 1. 31.>

암모니아태질소 함유

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소: 0.005

설파민산: 0.01

디 엠 피 피

<DMPP>를 원료

로 사용할 경우암

모니아태질소 함

유율 1 %에 대하

여 디엠피피: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질소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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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008%이상

<2005. 3. 19.>
10.

질안석회

암모니아태질소: 10

질산태질소: 10

11.

피복요소

질소전량: 3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질소의 초기용출

율 (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25 % 이하일 것
12.

씨디유(CDU)

<2009. 10. 1.>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3.

아이비디유 
(IBDU)

<신설 1994. 8.

12., 2009. 10.

1.)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4.

엠유(MU)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질소전량: 35

2.붕소를 보증할 경

우 수용성붕소 0.0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1.수용성질소가 

질소전량의 50

% 이상인 경우 

요소태 질소 20

% 이하로 할 

것

2.질소활성계수가 

40 %이상일 것 
15.

칠레초석

<신설 2005.

3. 19.>

질산태질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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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6.

질산희토

<신설 2006.

1. 6., 2009.

10. 1.>

1.질산태질소: 10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 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수용성고토: 4

수용성붕소: 5

수용성망간: 1

수용성아연: 2

함유주성분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01

카드뮴 0.00018

수용성 

세륨(W-CeO2) 5

%이상

17.

광물

융합체

질소

(신설: 2010.

12. 23.)

1.질소전량: 18

2.가용성석회: 3

3.구용성고토: 0.4

질소전량의 함유량

1%에 대하여 뷰렛

태질소: 0.02

삭제

<2014. 7. 1.>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과린산석회

(과석)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2.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가용성인산: 30

수용성인산: 28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3.

토마스인비

구용성인산: 16

2. 인산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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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4.

용성인비
1.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12

알카리분: 40

<1994. 8. 12>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가용성규산: 20

구용성망간: 1.0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5

(1996. 1. 10.>

1.분상(粉狀) 분말
도는 : 2.00㎜체
에 전량(100 %)

통과하여야함
<2009. 10. 1.>

2.입상(粒狀) :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05.

용과린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1.구용성인산 17

%중 수용성인산

2 %이상 함유

2.입상(粒狀) : 분

상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06.

가공인산비료
(인산,수산화
칼슘,구연산,

수산화나트륨
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 신 설
2009. 10.

1., 2013. 2.

14.>

구용성인산: 20

수용성인산: 4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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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칼륨

<2009. 10. 1.>

수용성칼리: 45

<2009. 10. 1.>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1.염소 : 5.0 %이하

2.입상(粒狀) : 조

립 제조한 것 

<2009. 10. 1.>

02.

입상황산칼륨

<삭제, 2009.

10. 1.>
03.

염화칼륨

<2009. 10. 1.>

수용성칼리: 60

<2009. 10. 1.>

04.

황산칼륨고토

<2009. 10. 1.>

수용성칼리: 20

<2009. 10. 1.>

수용성고토: 17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염소: 5.0 %이하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제1종복합

<2009. 10. 1.>

(질소, 인산, 칼

리 3요소 성분

중 2종이상 함

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1.질소전량, 가용성인

산, 수용성칼리 중 2

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

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1.질소, 인산, 칼리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보증성분표시

에 있어서 질소

는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   태

질소 또는 질소 

전량으로 구분

하여야 한다.

3. 칼리질 비료

4. 복합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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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비료 ) < 개정 

2013. 2. 14.>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02.

제2종복합

<2009. 10. 1.>

(제1항의 질

소질비료, 제2

항의 인산질

비료, 제3항의 

칼리질비료 ,

제4항의 제1

종 복합비료 

중 2종이상을 

배합한 것)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수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가용성석회: 10

가용성규산: 5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

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석회질소를 원

료로 사용한 것

에 있어서는 디

시안디아미드

태질소: 1 %이

하

2 . 디 엠 피 피

(DMPP)를 원

료로 사용할 

경우

가.암모니아태

질소 함유율 

1 %에 대하

여 디엠피피

( D M P P ) :

0.008 % 이상

나.암모니아태

질소전량 중 

55 %이상

<2005. 3. 19>

1.보증성분 표

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

니아태질소 ,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

량으로 구분

하여야 함

2.삭제 <2013.

2. 14.>

03.

제3종복합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1.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석회질소를 원료

로 사용한 것에 

1. 삭제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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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2009. 10. 1.>

(제2종복합비

료와 유기물

을 배합한 것)

<개정 2013.

2. 14.>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있어서는 디시안

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14.>

2.삭 제

<1996. 1. 10.>

04.

제4종복합

<2009. 10. 1.>

1.엽면시비용

1.질소전량, 수용성인

산, 수용성칼리 중 2

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

분별 보증성분 함량

은 1.0 %이상 이어야 

함<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다음 각 성분별 함

량을 2종이상 보증

하여야 함.

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 삭제

<2013. 2.

14.>

2. 삭제

<1996. 1. 10.>

3.생산(수입)

업체가 포장

지에 농약과

의 혼용가부

를 표시하고

자 할 경우에

는 반드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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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2009. 10. 1.>

수용성고토: 1.0

수용성망간: 0.1

수용성붕소: 0.05

수용성 철: 0.1

수용성몰리브덴 : 0.0005

수용성아연: 0.05

수용성구리: 0.05

수용성석회: 1.0

<2005. 3. 19, 1996. 1.

10.>

약별 혼용가

부시험을 실

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혼용가부를 

표시할 수 있

음 . < 개 정 

2013. 2.

14.>

05.

제4종복합

<2009. 10. 1.>

2.양액․

관주용

<1996. 1. 10.>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

량이 10 %이상이

고 각 성분별 보증

성분 함량은 1.0 %

이상 이어야 함.

<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고토,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석회중 5종이

상을 수용성으로 보

증 <2005. 3. 19.>

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성분함유량

을 각각 보

증

2.보증표시가 

있는 동일포

장 내에서 

성분별로 구

분 포장할 수 

있음<2009.

10. 1.>

3.사용방법표

시<199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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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제4종복합

<2009. 10. 1.>

3.화초용

<신설 1996.

1. 10.>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

량이 0.2 %이하이

고 각성분별 보증

성분 함량은 0.1 %

이하 이어야 함

<2001. 1. 4., 2009.

10. 1., 2011. 11.

1.>

2.다음 성분별 함량을 2

종 이상 보증하여

야 함.

<2009. 10. 1.>

수용성고토: 0.01

수용성망간: 0.001

수용성붕소: 0.001

수용성 철: 0.01

수용성 아연: 0.001

수용성 구리: 0.001

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2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액제비료에 한

함

07.

엠유(MU)복합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

유율 1 %에 대하

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질소의 초기용출

율이 75 %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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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유기물: 10

가용성규산: 5

가용성석회: 10

<2009. 10. 1.>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

율 1 %에    대하

여

카드뮴: 0.00018

08.

피복복합

<2009. 10. 1.>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

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

유율 1 %에 대하

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

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

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09.

씨디유(CDU)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

질소성분중 씨.

디.유(C.D.U)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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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복합

<2009. 10. 1.>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유율 1 %에 대하

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를 30 % 이

상 함유할 것

10.

피복요소복합

<2009. 10. 1.>

(피복요소와 

제2종복합비

료 또는 제2

종 복합비료 

원료를 배합

한 것)

1.질소전량, 가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

유율 1 %에 대하

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

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11.

아이비디유

(IBDU)복합

<신설 1994.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

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

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질소전량중 아이.

비.디.유(I.B.D.U)

태질소를 20 %이

상 함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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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8. 12., 2009.

10. 1.>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2.

포름요소복합

(포름요소수

지를 점결제

로 한 것)

<신설 1996.

1. 10.,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인

산, 수용성칼리 또

는 구용성칼리 중 2

종이상 합계량: 15

<20‘01. 1.4,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유기물 10 (제지잔

사를 사용할 경우 

5% 이내)

<2001. 1 .4,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

분 합계량의 함유

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

율(30℃ 24시간 

수중 정치용출)

75 %이하일 것

삭제<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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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소석회

알카리분: 6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

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과하여야함<2010. 3. 29.>
02.

석회석

알카리분: 4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

한 것 <2002. 1. 3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삭제

<2013. 2.

14.>

03.

석회고토

1.알카리분: 53

가용성고토: 15

2.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51

가용성고토: 14

<신설 :

2010. 3. 29.>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

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삭제

<2013. 2.

14.>

04.

부산소석

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알카리분 : 60 1.알카리분 함

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

삭제

<2013. 2.

14.>

5. 석회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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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 조 된 

것)<개정 

2013. 2.

14.>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05.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조된 것)

< 개 정 

2013. 2.

14.>

알카리분: 45 1.알카리분 함

유율 1%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 %이하

4.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통과

하여야함<신설 2010. 3. 29.>

삭제

<2013. 2.

14.>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

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통과

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4.건물중에 대하여

삭제

<2013. 2.

14.>



227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염분(NaCl): 2.0 %이하<신설 

2011. 11. 1.>

07.

생석회

<신설 

1996. 1.

10.>

알카리분: 8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조립 등의 방법으로 제

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10. 1.>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0 % 이

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10. 1.>

08.

액상석회

<신설 1996.

7. 4., 2009.

10. 1.>

수용성석회 :

17

<2005. 3. 19.>

엽면시비

용

09.

수용성분

상석회

<신설1998.

7. 4., 2009.

10. 1.>

1.수용성석회:

18

<2005. 3. 19.>

2.구연산칼슘

(킬레이트칼

슘) 15.0 %

이상 <2009.

10. 1.>

400배의 물에 완전 용해되어야 함

10.

부산석고

<신설 

2003. 8. 5.,

2009. 10.

1.>

가용성석회:

23

가용성 석회 

함유율 1 %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1.삭제

<2013. 2.

14.>

2.시용대상

지는 간

척지, 밭,

과 수 원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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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규산질

<2009. 10.

1.>

1.가용성규산: 25

알카리분: 40

구용성고토: 2

2.미량요소를 보증할 

경우 다음 성분별 

함량중 2종 이상을 

구용성으로 보증

철: 0.30

아연: 0.05

붕소: 0.05

망간: 0.30

구리: 0.05

<2002. 1. 31.>

가용성규산 함

유율 1 %에 대

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1.분상(粉狀): 분말도 1.70

㎜체에 98 %이상, 600

㎛체에 60 % 이상 통과

하여 함 <2009. 10. 1.>

2.사상(沙狀): 2.00㎜체

에 98 %이상 통과하

여야 함 <2009. 10. 1.>

3.입상(粒狀): 1의 분상,

2의 사상 또는 1의 분

상과 2의 사상을 혼합

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13. 2. 14.>

4.붕괴도(1의 분상으로 

제조한 입상):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

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5.붕괴도(2의 사상 또는 1

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제조한 입상):

2.0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

포시 가려움예

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02.
규회석 비료1호
삭제<2009.

10. 1.>

6. 규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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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3.

규회석

<2009. 10.

1.>

가용성규산: 8

알카리분: 3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

㎛체에 60 %이상 통과하

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

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삭제<2013. 2.

14.>

04.

광재(鑛滓)

규산질

<신설 1996.

1. 10.,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55

구용성고토: 2

가용성규산 함

유율 1%에 대

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

㎛체에60 %이상 통과하

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

체에 98% 이상 통과하

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의 경우 살

포시 가려움예

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2013. 2. 14.>

05.

경량콘크리트

규산질

<신설 1997. 7.

19.,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15

티탄 1.0 3.35mm체를 전량 통과할 

것

<200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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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규인

<2009. 10.

1.>

구용성인산: 18

가용성규산: 15

구용성고토: 3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 %

에 대하여 

카 드 뮴 :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

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07.

규인칼륨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구용성인산: 10

구용성칼리: 10

<2009. 10. 1.>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 드 뮴 :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

체에 98% 이상 통과하

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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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고토

수용성고토: 14 수용성고토 함유

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완전수용해(水溶解)

제품 (단 토양시비

용은 제외하되 포장

대에 사용방법 표

기) <2007. 4. 20.>

02.

가공황산고토

구용성고토: 27

수용성고토: 21

수용성고토 함유

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토양시비용

03.

고토붕소

<신설 1996.

1. 10.>

1.구용성고토: 14

2.수용성고토: 10

3.구용성붕소: 1.4

4.다음 각 성분을 보

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철: 1.0

수용성망간: 0.02

수용성아연: 0.02

<2009. 10. 1.>

수용성고토 함유

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입상: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2013. 2. 14.>

04.

수산화고토

<2002. 1.

31.>

구용성고토: 60 구용성고토 함유

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2.00㎜체에 전

량통과 하여야 

함 <개정 2013.

2. 14.>

삭제 <2013. 2.

14.>

05.

질산고토

<신설 2011.

11. 1.>

질산태질소: 10

수용성고토: 14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카드뮴:0.00018

양액․관주용에 한

함

7. 고토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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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부산고토

<신설 2011.

11. 1.>

가용성고토: 40

구용성고토: 10

알카리분: 70

구용성 고토 함

유율 1 %에 대

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1.분상: 분말도

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

하여야 함

2.입상: 1의 분상

을 조립 제조

한 것<개정 

2013. 2.

14.>

3.붕괴도(입상):

1 .70㎜체에 

98 %이상 통

과하여야 함

<개정 2013.

2. 14.>

삭제 <2013. 2.

14.>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붕산

수용성붕소: 5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2.
붕사

수용성붕소: 3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3.
황산아연

수용성아연: 20 수용성아연 함유
율 1 %에 대하여
비소: 0.005

완전 수용성제품
<2009. 10. 1.>

8. 미량요소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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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4.
미량요소복

합
<2009. 10.

1.>

다음 성분별 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붕 소: 0.05
구 리: 0.05
철: 0.1
망 간: 0.1
몰 리 브 덴 
0.0005
아 연: 0.05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아질산: 0.04
아황산: 0.01
카드뮴: 0.00018

1.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시비방법 (엽면 ,토양등 )표시

<1996. 1. 10.>
3.삭제<2014. 7. 1.>

4.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  <2000. 4. 10., 2013.
2. 14.>

5.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
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 <2000.
4. 10.>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제오라이트
02. 벤토나이트

CEC 80 cmol+/kg 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2002. 1. 31.,

2009. 10. 1.>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
량 12 %이하

03.

액상석회
삭제 <2009. 10. 1.>

04.

수용성분상석회
삭제 <2009. 10. 1.>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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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석회처리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유기물: 10

2.알카리분: 15

3.다음성분을 
각각 보증
하고자 할 
경우
질소전량: 1

인산전량: 1

가리전량: 1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
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

구 리 400㎎/

㎏

니 켈  45㎎/㎏

아연 1,000㎎/

㎏

<2010. 12. 23..>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2.수분 50 %이하

1.삭제<2013. 2.

14.>

2.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열반
응 안정화한 비
료이므로 연용
시 작물피해 예
방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포장
대에 표기한다.

06.
부산석고

삭제 <2009. 10. 1.>
07.

재

<2009.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수분 30 %이하 인 것

2.염산불용해물 30 %이

하인 것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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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아미노산 
발효부산액

<2009. 10. 1.>

질소전량: 4
<1996. 1.

10.>

삭제 <2013. 2.
14.>

09.
부산동물질액

<신설 2002. 11.
8., 2009. 10. 1.>

질소전량: 6 삭제 <2013. 2.
14.>

10.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11.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2009. 10. 1.>

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

리 각각의 성분

함량을 보증

<2009. 10. 1.>

12.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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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규격 비  고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1.중량: 1.5이
하~ 0.8이상 
<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

미만～0 . 5

이상 <개

정 2013. 2.

14.>

3.경량: 0.5미

만

4.매트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5～5.8

2.EC: 2.0 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
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
우:

1,000mg/kg이
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
기관의 1회 이상 기획
재정부령 “농업통계 조
사규칙” 별표의 작물분
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
증(밀도의기준란) 및 포
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
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
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
(벼)) 또는 경량 : 0.5미
만(벼)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1.경경량: 0.5

미만～0.3이

상 <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

미만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
기관의 1회 이상 기획
재정부령 “농업통계 조
사규칙” 별표의 작물분
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
증(밀도의기준란) 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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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
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
채류(수박)) 또는 초경
량 : 0.3미만(수박)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
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어박

(어분포함)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0

3.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10 %이하

<신설 2010. 12.
23..>

삭제 <2013.
2. 14.>

02.
골분

1.질소전량: 1
2.인산전량: 15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

3.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2.0 %이하

< 2010. 12. 23.>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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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03.
잠용유박

1.질소전량 및 인산 전량
의 합계량: 8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하여야 
함

<2010. 12.
23.>

04.

대두유박

<개정 2013.

10. 1.>

1.질소전량: 6

2.인산전량: 2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삭제 <2013.

2. 14.>

05.채종유박 

06.면실유박 

07.깻묵

08.낙화생유

박 09.아주까

리유박 10.그 

밖의 식물성  

유박< 개정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1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아주까리

유박의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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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2013. 10. 1.>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있는

사용상⋅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한다.<신

설 2013. 10.

1.>

11.
미강유박

1.질소전량: 2
2.인산전량: 4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삭제 <2013.
2. 14.>

12.

혼합유박

(별표5의 혼

합유박에 사

용가능한 원

료를 2종 이

상 혼합한 

것)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

의 합계량: 7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건물중에 대하

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2009.
10. 1.>

3.부숙된 것 
제외

4.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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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개정 2013.

2. 14.,

2013. 10.

1.>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한다.<신
설 2013.
10. 1.>

13.

가공계분

<2009. 10. 1.>

(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한 비료)

<개정 2013.

2. 14.>

1.질소, 인산, 칼리 전량

의 합계량: 6

<2009. 10. 1.>

2.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500㎎/㎏

<2003. 8. 5., 2010. 12.

23., 2013. 10. 1.>

1.수분 20

%이하 <개정 

2013. 2. 14.>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

3.건물중에 대하

여

염분(NaCl ) :

0.9 %이하

<신설 2010.

12. 23., 2013.

10.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14.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삭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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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0. 1.>
15.

혼합유기질
(별표5의 혼
합유기질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
의 합계량: 7

<1994. 8. 12.,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맥주오
니의 투입비율 1 %

에 대하여 납 : 2.5㎎

/㎏,<개정 2013. 2.

14.>

․증제피혁분을 원료
로 사용한 경우 증
제피혁분의 투입비
율 1 %에 대하여 크
롬 : 300㎎/㎏

<1996. 7. 4.,

2013. 2. 14.>

건물중에 대하
여
염분(NaCl ) :

2.0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
을 보증

<2009. 10. 1.>
3.증제피혁
분 또는 
맥주오니
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대(용
기)에 
증제피혁
분과 
맥주오니
의 
투입비율
을 
표기하여
야 한다.
<1996. 7. 4.>

4.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한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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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설 2013.
10. 1.>

16.

증제피혁분
1.질소전량: 10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
하여
크롬: 0.3㎎/㎏

건물중에 대하
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원료인 
피혁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최대량은 
증제피혁분
의 유해성분 
최대량과 
같다.

<1996. 7. 4.,

2013. 2. 14.>

17.

맥주오니

1.질소, 인산, 칼리전량

의 합계량: 5

<2009. 10.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

하여

크롬: 0.01㎎/㎏

납: 0.005㎎/㎏

건물중에 대하

여

염분(NaCl ) :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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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8.

유기복합
(별표5의 유
기복합에 사
용가능한 원
료를 2종 이
상 혼합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
량: 8

<2009. 10. 1.>

2.가용성고토: 1.5

3.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2009. 10. 1.>

3.부숙된것 
제외

<2009. 10. 1.>

4.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한다.

<신설 
2013. 10.

1.>
19.

조립혼합유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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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신설 2011.

11. 1., 삭제 
2012. 1. 2.>

20.

혈분

(가축의 혈액

을 130℃이상

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신설 2013.

2. 14.>

1질소전량: 14

2.유기물: 7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  은 1mg/kg,

납     50mg/kg

크  롬 90mg/kg,

구  리 120mg/kg

니  켈  20mg/kg, 아  

연 400mg/kg

1.수분 15 %이하
2.다음 항생물질
은 불검출: 테
트라사이클린
계
(Tetracyclines),
베타락탐계
(Beta-lactams),
설 파 계
(Sulfonamides),
마이크로라이
드 계
(Macrolides),
아미노글리코
사 이 드 계
(Aminoglycoside
s)

11.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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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2.다음 병원성미생물
은 불검출
대장균O 1 5 7 : H 7

(Escher ichia coli
O157:H7),

살 모 넬 라
(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

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02.

퇴비
유기물: 30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2013. 2. 14.>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
하 인 것<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3. 2. 14.,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09. 10. 1.>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0. 3.

29.>

3.삭제 
<2010. 3.

29.>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1. 부숙유기질비료 <신설: 2009. 10. 1.,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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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2.다음 병원성미생물
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 모 넬 라
(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

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
하<신설 2013. 2. 14.>

03.

부숙겨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2.다음 병원성미생물
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

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
<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

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04.

재
삭제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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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분뇨 잔사
유기물: 25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습식산화(濕式酸化) 잔
사이외 처리물은 기생
충 감염여부에 대한 시
험을 실시하여야 함.

2.유기물대 질소의 비 50

이하 인 것

삭제 
<2013. 2.

14.>

06.

부엽토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염산불용해물 30%이하 
인 것

2.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

이하 인 것

삭제 
<2013. 2.

14.>

07.

아미노산발
효부산액

삭제 <2009.

10. 1.>
08.

부산동물질액
<신설:2002.

11. 8., 삭제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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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9.

건계분
삭제 <2009.

10. 1.>
10.

건조축산폐
기물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2010. 12.

23.>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
하 인 것

삭제 
<2013. 2.

14.>

11.

가축분뇨발
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질소전량, 인산
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
계량 0.3 %이
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2010. 3. 29.>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010. 3.

29.>

2.삭제 
<2013. 10.

1.>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4액비의 
살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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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에 따라 
살포하여
야 한다.

<2010. 3.

29., 2013.

10. 1.>

4.농경지밖
으로 
유출금지

5.삭제<201

3. 10. 1.>

6.삭제 
<2013. 2.

14.>
12.

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유기물: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2.다음 병원성미생물
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
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
<2010. 12. 23.>

3.수분(H2O): 55%이하
<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

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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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3.

부숙톱밥
<2002. 1. 31.,

2009. 10. 1.>

유기물 :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2011. 11. 1.>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
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
<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

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Aspergillus oryzae 1×10
5이상

Aspergillus niger 1×10
5이상

Bacillus subtilis 1×106이상

1.다음 병원성미생물

은불검출

대장균O157:H7

1.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이외의 미

생물에 대하여는

2. 유기질비료 <개정 2012. 7. 3.>

3. 미생물비료 <신설 : 2009. 10. 1., 2012. 7. 3.,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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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Bacillus natto 1×10
6이상

Bacillus megaterium 1×106이상

Bacillus polymyxa 1×106이상

Bacillus licheniformis 1×10
6이상

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terium linens 1×10
6이상

Brevibacterium ammoniagenes 1×106이상

Brevibacterium flavum 1×106 이상

Burkholderia cepacia 1×10
6이상

Candida utilis 1×106이상

Helicosporiumnizamabadense 1×105이상

Klebsiella mobilis 1×10
6이상

Lactobacillus bulgaricus 1×106이상

Lactobacillus acidophilus 1×106이

상

Lactobacillus delbrueckii 1×106이상

Lactobacillus plantarum 1×106이상

Paenibacillus polymyxa 1×10
6이상

Rhizopus delma 1×105이상

Rhizopus japonicus 1×105이상

Rhizopus oryzae 1×10
5이상

Rhodobacter sphaeroides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a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us 1×10
6이상

(Escherichia

coli O157:H7),

살 모 넬 라

(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2.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300mg/kg

<신설 2013. 10. 1.>

「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지정하되, 지

정하고자 하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

료 효과에 대한 

기능과 특성, 인

축 및 식물에 대

한 병원성 여부,

재배시험을 평가

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2011. 11. 1.,

2013. 2. 14.>

2.보관조건, 유통

기간,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을 보증

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2005. 3.

19.>

3.생산(수입)업 등

록(신고)시 미생

물 1종 이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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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Rhodobacter rubrum 1×10
6이상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viridi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capusulata 1×10
6이상

Pseudomonas fluorescens 1×106이상

Pseudomonas putida 1×106이상

Pseudomonas mildenbergii 1×10
6이상

Saccharomyces cerevisiae 1×106이상

Saccharomyces sake 1×106이상

Saccharomyces anamensis 1×10
6이상

Saccharomyces carlsbergensis 1×106이상

Streptococcus lactis 1×106이상

Streptococcus thermophilus 1×10
6이상

Streptococcus cremoris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us 1×106이상

Streptomyces niger 1×10
6이상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 1×106이상

Streptomyces asoensis 1×106이상

Trichoderma harzianum 1×10
5이상

Trichoderma hamatum 1×105이상

<신설 2011. 11. 1.>

증하여야 한다.<신

설 2011. 11. 1.,

2013. 2. 14.>

Acetobacter peroxydans

1x10
6
이상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x10
6
이상

Alcaligenes defrag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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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x10
6
이상

Ampelomyces quisqualis

1x10
5
이상

Arthrobotrys oligospora

1x10
6
이상

Azospirillum brasilense

1x10
6
이상

Bacillus amyloliquefaciens

1x10
6
이상

Bacillus macerans 1x10
6
이상

Bacillus mojavensis

1x10
6
이상

Bacillus pumilus 1x10
6
이상

Bacillus vallismortis

1x10
6
이상

Bacillus velezensis

1x10
6
이상

Brevibacillus formosus

1x10
6
이상

Brevibacterium otitidis

1x10
6
이상

Burkholderia pyrrocinia

1x10
6
이상

Candida kefir 1x10
6
이상

Candida valida 1x10
6
이상

Cellulomonas fimi 1x10
6
이상

Cellulomonas turbata

1x10
6
이상

Frateuria aurentia

1x10
6
이상

Lactobacillus casei

1x10
6
이상

Lactobacillus casei subsp rhamnosus

1x10
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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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Lactobacillus confusa

1x10
6
이상

Lactobacillus fermentum

1x10
6
이상

Lactobacillus paracasei

1x10
6
이상

Lactobacillus rhamnosus

1x10
6
이상

Lactococcus lactis 1x10
6
이상

Lysinibacillus boronitolerans

1x10
6
이상

Lysinibacillus fusiformis

1x10
6
이상

Lysobacter antibioticus

1x10
6
이상

Microbacterium aurum

1x10
7
이상

Nocardiopsis dassonvillei

1x10
6
이상

Paecilomyces fumosoroseus

1x10
5
이상

Paecilomyces japonica

1x10
5
이상

Paecilomyces lilacinus

1x10
5
이상

Paenibacillus amylolyticus

1x10
6
이상

Paenibacillus azoreducens

1x10
6
이상

Paenibacillus chibensis

1x10
6
이상

Paenibacillus lentimorbus

1x10
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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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Paenibacillus macerans

1x10
6
이상

Pediococcus cerevisiae

1x10
6
이상

Pediococcus halophilus

1x10
6
이상

Photorhabdus iuminescens

1x10
6
이상

Photorhabdus luminescens

1x10
6
이상

Pichia anomala 1x10
6
이상

Pichia deserticola 1x10
6
이상

Pichia stipitis 1x10
6
이상

Pseudomonas jessenii

1x10
6
이상

Pseudomonas maltophilia

1x10
6
이상

Pseudomonas nitroreducens

1x10
6
이상

Pseudomonas panipatensis

1x10
6
이상

Rhodobacter azotoformans

1x10
6
이상

삭제<2013. 10. 1.>

Rhodopseudomonas palustris

1x10
6
이상

Stephanoascus ciferrii

1x10
6
이상

Streptomyces carpinensis

1x10
6
이상

Streptomyces frad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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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x10
6
이상

Streptomyces halstedii

1x10
6
이상

Streptomyces violaceusniger

1x10
6
이상

Tetrathiobacter kashmirensis

1x10
6
이상

<신설 2013. 2. 14.>

02.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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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건계분

(계분을 단순건조하

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유기물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삭제 <2013. 2.

14.>

02.

지렁이분

<신설 2011. 11. 1.>

유기물: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50mg/kg

구리  400mg/kg

니켈   45mg/kg

아연 1000mg/kg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수분(H2O):

5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

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

료

1.삭제<2013.

2. 14.>

2.삭제<2013.

2. 14.>

4. 그 밖의 비료 <개정: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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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나. 솔비타: 부숙

후기 또는 부

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1.18mm체

에 9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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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질소질비료 광물융합체질소 요소, 염화칼슘, 염화마그

네슘, 팽윤성 운모에 한함

인산질비료 가공인산비료 인산, 수산화칼슘,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복합비료 제2종복합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제1종복합비

료, 디엠피피(DMPP)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질소는 암모니

아태질소를 함유한 원료

제3종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음
석회질비료 석회석 석회석

석회고토 백운석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

되는 부산물로 (생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

회를 혼합하는 것 포함)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

분을함유하는 것

【별표 4】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신설 2009. 10. 1.>

원 소 명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소 붕소 망간

성 분 명 인산 칼리 석회 고토 규산 붕소 망간

규격표시 P2O5 K2O CaO MgO SiO2 B2O3 MnO

【별표 5】 보통비료및부산물비료원료<개정 2012. 7. 3., 2013. 2. 14.>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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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석회질비료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

되는 부산물로 산화석회

분 및 산화고토분을함유

하는 것
패화석 패화석(패각포함)

부산석고 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

되는 것에 한하되 pH 조절

을 위한 중화제는 사용가

능
규산질비료 규회석 규회석(천연산)에 한하며,

일체의 이물질을 혼입할 

수 없음
고토비료 수산화고토 수산화마그네슘

부산고토 부산내화물(마그네시아-돌

로마이트계)
그 밖의 비료 석회처리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2호의 광물질

은 생석회만 사용할 수 있

음
재 초․목회<2000. 4. 10.>

아미노산발효부

산액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 부산물(액)

을 중화처리한 것.<2000.

4. 10.>
부산동물질액 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하는 아미노

산액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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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아미노산발효부

산박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 다

만, 물리적성상을 변화시키

기 위한 첨가제는 사용가

능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상토1호 및 상토2

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

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

이트, 장석(Faldspar), 도로

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

(Cocopeat), 팽연왕겨, 왕

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

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

돌(cobble), 농작물잔사, 지

렁이분<신설 2012. 1. 2.>,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

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1.지렁이분은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

(Eisenia fetida) 분 또는 붉

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014. 7. 1.>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

절제는 1종 이상 의 합계량

이 0.5 %이하로 사용하여

야 하고, 각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

다.<신설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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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

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

비료관리법 」 제11조 또

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

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2014. 7. 1.>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1.
삭 제 
<2014. 7.
1.>

1 . 삭 제 
<2014. 7.
1.>

삭제 <2014. 7. 1.>

2 . 삭 제 
<2014. 7.
1.>

삭제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4. 7. 1.>
3.삭제 <2014. 7. 1.>

3.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4 . 삭 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1.농림부산

물류

<2010. 12.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

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개정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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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2010. 3.

29., 2014.

7. 1.>

23.> 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2010. 3. 29.,

2013. 10. 1.>, 이탄, 토탄, 갈탄

<2010. 3. 29.>, 사업장잔디예초

물(골프장 등) <2006. 1. 6., 2010.

12. 23.>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2.수산부산물

<2010. 12.

23..>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2010. 12. 2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산부산물

<2013. 10. 1.>

삭제 <2013. 2. 14.>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3.인․축분

뇨등 동물

의 분뇨

<2010. 12.

23..>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

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1.삭제 <2013. 2. 14.>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

료를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

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

다<2010. 3. 29., 2011. 11. 1.>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4.음식물류 

폐 기 물

<2010. 12.

23..>

음식물류폐기물

<2003. 8. 5.>

삭제 <2013. 2. 14.>

02. 5.식음료품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 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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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또

는 담배 제

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 재 물

<2010. 12.

23..>

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

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

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2009. 10. 1., 2010. 12. 23..>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6 . 미 생 물

<2010. 12.

23..>

토양미생물제제<2010. 3. 29.,

2010. 12. 23..>

02.

가 축 분 퇴

비 및 퇴비

< 2014. 7.

1.>

7 . 광 물 질

<2010. 12.

23..>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

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 12. 23., 2011. 11. 1.>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

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

의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009. 10. 1., 2010. 3. 29., 2010.

12. 23..>

02.

퇴비

8.그 밖의 원

료

<신설 2013.

2. 14.>

별표6에 따라 퇴비의 사용가능

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 <신

설 2013. 2. 14.>

03.

부숙겨

<신설

2011. 11. 1.>

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

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04.

분뇨잔사
<신설

2011. 11. 1.>

인분뇨 <개정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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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5.

부엽토
<신설

2011. 11. 1.>

부엽토

06.

건조축산
폐기물
<신설

2011. 11. 1.>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정 2013. 10. 1.>

07.

가축분뇨

발효액

<신설

2011. 11. 1.>

가축분뇨 또는 퇴비에 사용가

능한 원료 중 농림부산물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개정 2013.

2. 14.>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폐기

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

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에만 30 %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9., 2011. 11.

1.,2012. 7. 3., 2013. 2. 14.>
08.

부숙왕겨

<신설

2011. 11. 1.>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

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

정 2013. 2. 14.>

왕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09.

부숙톱밥

<신설

2011. 11. 1.>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

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

정 2013. 2. 14.>

톱밥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10.삭제<20

13. 2. 14.>

삭제 <2013. 2. 14.> 삭제 <2013. 2. 14.>

토양미생

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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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미생물효

소)

<삭제 2011.

11. 1.>
토양활성

제제

<삭제 2011.

11. 1.>

어박 어박 또는 어분

골분 골분

잠용유박 ,

대두박, 채

종유박, 면

실유박, 깻

묵, 낙화생

유박, 아주

까리유박 ,

미강유박 ,

그 밖의 식

물성유박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당 유

박에 한함. 다만, 그 밖의 식

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

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

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2. 14., 2013. 10. 1.>

혼합유박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

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

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

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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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개정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

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

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

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가공계분 계분(악취를 방지하거나 탈수 

및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

용한 것 포함)
혼합
유기질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
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
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
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
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
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
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
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
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증제
피혁분

피혁

맥주오니 맥주 제조 부산물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
스페이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
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
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
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
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
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
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
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
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혈분 가축의 혈액  <신설 2013. 2. 소(젖소포함)의 혈액을 사용할 



268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신설 

2013. 2.

14.>

14., 2014. 7. 1.> 경우에는 척수가 혼입된 혈액은 

사용제외 <신설 2013. 2. 14.>

건계분<개

정 2014. 7.

1.>

계분

지렁이분<

개정 2014.

7. 1.>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

(Eisenia andrei) 분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1.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수처리오니

는 제외 <2002. 1. 31,

2012. 7. 3.>

2.퇴비원료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표6

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

만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12. 7. 3.>

2.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

수처리오니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

수처리오니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

오니 <2002. 1. 31.>

o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

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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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2002. 1. 31.>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

오니 <2009. 1. 12.>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

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1. 6.>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료의 종류별 사용가능한 원

료는 각각의 비료의 종류 정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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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

여야 한다.<개정 2013. 2. 14.>

1)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포함) 1부.

2)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

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포함) 1부.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가)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

명서 1부.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

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

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 2. 14.>

2)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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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기준 중의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

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

다.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

료명, 신청자․배출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성    분   명 규 격

1. 유기물 12 %이상<개정2013. 10. 1.>

2. 수분 85 %이하<신설2013. 10. 1.,2014. 7. 1.>

3. 건물중에 대하여

가. 비소 45㎎/㎏이하 <개정2012. 7. 3.>

나. 수은 2㎎/㎏이하

다. 납 130㎎/㎏이하 <개정2012. 7. 3.>

라. 카드뮴 5㎎/㎏이하

마. 크롬 20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바. 구리 36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사. 아연 900㎎/㎏이하

아. 니켈 45㎎/㎏이하 <개정2012. 7. 3.>

자. 알루미늄 1.5 %이하<신설2013. 10. 1.>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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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

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지정검토방법

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

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

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

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

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업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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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3)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4) 퇴비생산업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비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다.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

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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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

출

업

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

3호에 의하여 퇴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

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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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

출

업

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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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 비료관리법 (원문)

1. 肥料取締法

昭和25年 5⽉ 1⽇ 法律第127号
改正 昭和29年 4⽉26⽇ 法律第 75号
昭和31年 6⽉11⽇ 法律第145号
昭和36年10⽉26⽇ 法律第161号
昭和37年 9⽉15⽇ 法律第161号
昭和53年 4⽉24⽇ 法律第 27号
昭和53年 7⽉ 5⽇ 法律第 87号
昭和57年 7⽉23⽇ 法律第 69号
昭和58年 5⽉17⽇ 法律第 40号
昭和58年 5⽉25⽇ 法律第 57号
昭和58年12⽉ 2⽇ 法律第 78号
平成 5年11⽉12⽇ 法律第 89号
平成 6年11⽉11⽇ 法律第 97号
平成11年 7⽉16⽇ 法律第 87号
平成11年 7⽉28⽇ 法律第111号
平成11年12⽉22⽇ 法律第160号
平成11年12⽉22⽇ 法律第186号
平成12年 5⽉31⽇ 法律第 91号
平成15年 6⽉11⽇ 法律第 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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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6年12⽉ 1⽇ 法律第150号
平成19年 3⽉30⽇ 法律第 8号
平成23年 8⽉30⽇ 法律第105号 

(目的）

第⼀条  この法律は、肥料の品質等を保全し、その公正な取引と安全な施⽤
を確保するため、肥料の規格及び施⽤基準の公定、登録、検査等を⾏い、
もつて農業⽣産⼒の維持増進に寄与するとともに、国⺠の健康の保護に資
することを⽬的とする。

(定義)

第⼆条  この法律において「肥料」とは、植物の栄養に供すること⼜は植物
の栽培に資するため⼟じように化学的変化をもたらすことを⽬的として⼟
地にほどこされる物及び植物の栄養に供することを⽬的として植物にほど
こされる物をいう。
２ この法律において「特殊肥料」とは、農林⽔産⼤⾂の指定する⽶ぬか、

たい肥その他の肥料をいい、「普通肥料」とは、特殊肥料以外の肥料
をいう。

３ この法律において「保証成分量」とは、⽣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
者が、その⽣産し、輸⼊し、⼜は販売する普通肥料につき、それが含
有しているものとして保証する主成分（肥料の種別ごとに政令で定め
る主要な成分をいう。以下同じ。）の最⼩量を百分⽐で表わしたもの
をいう。

４ この法律において「⽣産業者」とは、肥料の⽣産（配合、加⼯及び採取
を含む。以下同じ。）を業とする者をいい、「輸⼊業者」とは、肥料
の輸⼊を業とする者をいい、「販売業者」とは、肥料の販売を業とす
る者であつて⽣産業者及び輸⼊業者以外のものをいう。

(公定規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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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条  農林⽔産⼤⾂は、普通肥料につき、その種類ごとに、次の各号に掲
げる区分に応じ、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規格（以下
「公定規格」という。）を定める。
⼀ 次条第⼀項第⼀号、第⼆号、第四号、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普通肥

料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は最⼤量、含有を許される植物にとつ
ての有害成分の最⼤量その他必要な事項

⼆ 次条第⼀項第三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普通肥料 含有を許される植物に
とつての有害成分の最⼤量その他必要な事項

２ 農林⽔産⼤⾂は、公定規格を設定し、変更し、⼜は廃⽌しようとすると
きは、その期⽇の少くとも三⼗⽇前までに、これを公告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登録を受ける義務）

第四条 普通肥料を業として⽣産しようとする者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
その銘柄ごとに、次の区分に従い、第⼀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肥料に
あつては農林⽔産⼤⾂の、第七号に掲げる肥料にあつては⽣産する事業場
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 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し、普通肥料で公定規格が定められていないもの及び専ら登録を受けた普
通肥料（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普通肥料を除く。）が原料として
配合される普通肥料であつて農林⽔産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指定配合
肥料」という。）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化学的⽅法によつて⽣産される普通肥料（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

るもの及び⽯灰質肥料を除く。）
⼆ 化学的⽅法以外の⽅法によつて⽣産される普通肥料であつて、窒素、り

ん酸、加⾥、⽯灰及び苦⼟以外の成分を主成分として保証するもの
（第四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三 汚泥を原料として⽣産される普通肥料その他のその原料の特性からみて
銘柄ごとの主要な成分が著しく異なる普通肥料であつて、植物にと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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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の有害成分を含有するおそれが⾼いものとして農林⽔産省令で定め
るもの（第五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四 含有している成分である物質が植物に残留する性質（以下「残留性」と
いう。）からみて、施⽤⽅法によつては、⼈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
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普通肥料（以下
「特定普通肥料」といい、次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五 特定普通肥料であつて、第三号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普通肥料に該当
するもの   

六  前各号に掲げる普通肥料の⼀種以上が原料として配合される普通肥料
（前三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七 前各号に掲げる普通肥料以外の普通肥料（⽯灰質肥料を含む。）
２ 都道府県の区域を超えない区域を地区とする農業協同組合その他政令で

定める者（以下「農業協同組合等」という。）は、公定規格が定めら
れている前項第六号に掲げる普通肥料（同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
掲げる普通肥料の⼀種以上が原料として配合されるものを除く。）を
業として⽣産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
肥料を⽣産する事業場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
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普通肥料を業として輸⼊しようとする者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そ
の銘柄ごとに、農林⽔産⼤⾂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
し、普通肥料で公定規格が定められていないもの、指定配合肥料及び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について
は、この限りでない。

(仮登録を受ける義務）

第五条  普通肥料で公定規格が定められていないもの（指定配合肥料及び第
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を除く。）を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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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産し、⼜は輸⼊しようとする者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その銘
柄ごとに、農林⽔産⼤⾂の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及び仮登録の申請）

第六条 登録⼜は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農林⽔産省令で定める⼿続に
従い、次の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登録⼜は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肥料の
⾒本を添えて、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には肥料の名称）
三 保証成分量その他の規格（第四条第⼀項第三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肥料

にあつては、含有を許される植物にとつての有害成分の最⼤量その他
の規格。第⼗条第五号及び第⼗六条第⼀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

四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する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
五 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六 原料、⽣産の⽅法等からみて、植物に害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するため

に特に必要があるものとして農林⽔産省令で定める肥料並びに第四条
第⼀項第三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肥料の登録にあつては、植物に対す
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績

七 特定普通肥料の登録にあつては、適⽤植物の範囲
⼋  農作物が適⽤植物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特定普通肥料の登録にあつて

は、施⽤⽅法及び残留性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績
九 仮登録にあつては施⽤⽅法及び栽培試験の成績
⼗ 特定普通肥料の仮登録にあつては、適⽤植物の範囲
⼗⼀ その他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
２ 農林⽔産⼤⾂の登録⼜は仮登録の申請をする者は、その申請に対する調

査に要する実費の額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数料を納付しなけ
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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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

第七条  前条第⼀項の規定により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農林⽔産⼤⾂
は独⽴⾏政法⼈農林⽔産消費安全技術 センター（以下「センター」とい
う。）に、都道府県知事はその職員に、申請書の記載事項及び肥料の⾒本
について調査をさせ、当該肥料が公定規格に適合し、かつ、当該肥料の名
称が第⼆⼗六条第⼆項の規定に違反し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きは、当該肥
料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調査の結果、前条第⼀項第六号の
農林⽔産省令で定める肥料並びに第四条第⼀項第三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
肥料については、通常の施⽤⽅法に従い当該肥料を施⽤する場合に、植物
に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農作物が適⽤植物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特
定普通肥料については、申請書に記載された適⽤植物の範囲及び施⽤⽅法
に従い当該特定普通肥料を施⽤する場合に、⼈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が
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２ 調査項⽬、調査⽅法その他前項の調査の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農

林⽔産省令で定める。
３ 農林⽔産⼤⾂は、特定普通肥料について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よう

とするときは、厚⽣労働⼤⾂及び環境⼤⾂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仮登録）

第⼋条  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仮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農林⽔産
⼤⾂は、センターに申請書の記載事項及び肥料の⾒本について調査をさせ
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に係る肥料が次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仮
登録を取り消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調査をさせないでその申請を却下
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条第⼆項の規定は、前項の調査について準⽤する。
３ 農林⽔産⼤⾂は、第⼀項の規定による調査の結果、当該肥料の主成分の

含有量及びその効果その他その品質が公定規格の定めがある類似する



282

種類の肥料と同等であると認められ、当該肥料の名称が第⼆⼗六条第
⼆項の規定に違反し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きは、当該肥料の仮登録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書に記載された施⽤⽅法に従い当
該肥料を施⽤する場合に、植物に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及び農
作物が適⽤植物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特定普通肥料について、申請書
に記載された適⽤植物の範囲及び施⽤⽅法に従い当該特定普通肥料を
施⽤する場合に、⼈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
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４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普通肥料の仮登録について
準⽤する。

第九条  農林⽔産⼤⾂は、仮登録をされている肥料につきセンターに肥効試
験を⾏わせた結果、申請書に記載された栽培試験の成績が真実であると認
めたときは、遅滞なく、第三条の規定により公定規格を定めるとともに、
当該肥料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第七条第⼆項の規定は、前項の肥効試験について準⽤する。
３ 第⼀項の試験の結果、申請書に記載された栽培試験の成績が真実でない

と認めたときは、農林⽔産⼤⾂は、有効期間中であつても、当該肥料
の仮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項の規定により仮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は、遅滞なく、仮登録証を農
林⽔産⼤⾂に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証及び仮登録証）
第⼗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登録⼜は仮登録をしたときは、

当該登録⼜は当該仮登録を受けた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登
録証⼜は仮登録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登録番号及び登録年⽉⽇（仮登録の場合には仮登録番号及び仮登録年⽉

⽇）
⼆ 登録⼜は仮登録の有効期限
三 ⽒名⼜は名称及び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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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には肥料の名称）
五 保証成分量その他の規格
六 特定普通肥料にあつては、適⽤植物の範囲
七 農作物が適⽤植物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特定普通肥料にあつては、施⽤

⽅法
第⼗⼀条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は、登録証⼜は仮登録証を主たる事務

所に備え付け、且つ、⽣産業者にあつては、その写を当該肥料を⽣産する
事業場に備え付け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及び仮登録の有効期間）
第⼗⼆条  登録の有効期間は、三年（農林⽔産省令で定める種類の普通肥料

にあつては、六年）とし、仮登録の有効期間は、⼀年とする。
２ 前項の登録の有効期間は、申請により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公

定規格の変更により公定規格に適合しなくなつた普通肥料⼜は公定規
格の廃⽌により当該種類につき公定規格の定がなくなつた普通肥料に
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３ 第⼀項の仮登録の有効期間は、その有効期間内に第九条第⼀項の肥効試
験に基く肥料の効果の判定を⾏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限り、申請に
より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４ 登録⼜は仮登録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農林⽔産省令
で定める⼿続に従い、第六条第⼀項第⼀号から第五号まで及び第⼗⼀
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登録証⼜は仮登録証を添えて、農
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５  農林⽔産⼤⾂の登録⼜は仮登録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者
は、その申請に対する調査に要する実費の額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
額の⼿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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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又は仮登録を受けた者の届出義務）>
第⼗三条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は、次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じたと

き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農林⽔産省令で定める⼿続に従い、変更
があつた事項及び変更の年⽉⽇を農林⽔産⼤⾂⼜ は都道府県知事 に届け
出、かつ、変更があつた事項が登録証⼜は仮登録証の記載事項に該当する
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替交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名⼜は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は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する事業場の名称⼜は所在地
三 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２ 相続⼜は法⼈の合併若しくは分割により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の地

位を承継した者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農林⽔産省令で定める
⼿続に従い、その旨を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て、登
録証⼜は仮登録証の書替交付（分割により⼀の普通肥料の⽣産⼜は輸
⼊の事業の⼀部を承継した者にあつては、登録証⼜は仮登録証の交
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登録証⼜は仮登録証を滅失し、⼜は汚損した者は、農林⽔産省令で定め
る⼿続に従い、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その旨を届け出て、
その再交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産業者⼜は輸⼊業者が当該普通肥料の名称を
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農林⽔産省令で定める⼿続に従い、農林⽔
産⼤⾂⼜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且つ、登録証⼜は仮登録証の書替
交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申請による適用植物の範囲等の変更の登録又は仮登録）
第⼗三条の⼆  特定普通肥料の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は、その登録⼜は

仮登録に係る適⽤植物の範囲⼜は施⽤⽅法を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



285

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登録証⼜は仮登録証及び特
定普通肥料の⾒本を農林⽔産⼤⾂に提出して、変更の登録⼜は仮登録を申
請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受けたときは、センターに申

請書の記載事項及び特定普通肥料の⾒本について調査をさせ、その調
査の結果、当該申請に係る適⽤植物の範囲及び施⽤⽅法に従い当該特
定普通肥料を施⽤する場合には、⼈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がある農
産物が⽣産されると認められるときを除き、遅滞なく、変更の登録⼜
は仮登録をし、かつ、登録証⼜は仮登録証を書き替えて交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３ 第⼀項の規定により変更の登録⼜は仮登録の申請をする者については第
六条第⼆項の規定を、前項の調査については第七条第⼆項の規定を、
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は仮登録については第七条第三項の規
定を準⽤する。

(職権による施用方法の変更の登録又は仮登録及び登録又は仮登録の
取消し）

第⼗三条の三  農林⽔産⼤⾂は、現に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いる特定普通
肥料が、その登録⼜は仮登録に係る適⽤植物の範囲及び施⽤⽅法に従い施
⽤される場合に、⼈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と
認められるに⾄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事態の発⽣を防⽌するため必要が
あるときは、当該特定普通肥料につき、そ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に係る施
⽤⽅法を変更す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はそ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
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２ 第七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

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取消しについて準⽤する。
３ 農林⽔産⼤⾂は、第⼀項の規定により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

⼜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は、遅滞なく、当該処分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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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に対し、その旨及び理由を通知し、かつ、変更の登録⼜は仮登
録の場合にあつては変更後の施⽤⽅法を記載した登録証⼜は仮登録証
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及び仮登録の失効）
第⼗四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登録⼜は仮登録は、その

効⼒を失う。
⼀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法⼈が解散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清算が結了し

たとき。
⼆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が当該肥料の⽣産⼜は輸⼊の事業を廃⽌した

とき。
三 都道府県知事に登録をした⽣産業者が当該肥料を⽣産する事業場を他の

都道府県に移転したとき。
四 当該肥料の保証成分量⼜は登録証若しくは仮登録証に記載されたその他

の規格を変更したとき。
五 当該肥料が第四条第⼀項第四号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改正により新たに

特定普通肥料となつたとき。

(登録又は仮登録の失効の届出等）
第⼗五条  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有効期間が満了したとき、⼜は前条（第五

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登録若しくは仮登録がその効⼒を失つたとき
は、当該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いた者（同条第⼀号の場合には清算⼈）
は、遅滞なく、登録証⼜は仮登録証を添えて、効⼒を失つた事由及びその
年⽉⽇を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２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遅滞なく、登録証

⼜は仮登録証（第⼀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変更前の施⽤⽅法を記載
した登録証⼜は仮登録証）を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に返納し
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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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により変更の登録⼜は仮登録がされたとき 
当該変更に係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いた者

⼆  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が取り消されたとき 
当該取消しに係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いた者

三 前条第五号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がその効⼒を失つたとき 当該
失効に係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いた者

(登録及び仮登録に関する公告）

第⼗六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たと
き、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有効期間を更新したとき、第九条第三項の規定
により仮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第⼗三条の三第⼀項若しくは第三⼗⼀条
第⼀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取り消したと
き、⼜は第⼗四条の規定により登録若しくは仮登録が失効したときは、次
に掲げる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登録番号⼜は仮登録番号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には肥料の名称）
三 保証成分量その他の規格
四 特定普通肥料にあつては、適⽤植物の範囲
五 農作物が適⽤植物の範囲に含まれている特定普通肥料にあつては、施⽤

⽅法
六 ⽣産業者⼜は輸⼊業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２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第⼀項⼜は第四項の規定に

より前項第⼆号の肥料の名称⼜は同項第六号の事項に係る変更の届出
があつたときは、当該変更に係る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農林⽔産⼤⾂は、第⼗三条の⼆第⼆項⼜は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に
より変更の登録⼜は仮登録をしたときは、当該変更に係る事項を公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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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都道府県知事は、その公告した事項を速やかに農林⽔産⼤⾂及びすべて
の都道府県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指定配合肥料の生産業者及びその輸入業者の届出）
第⼗六条の⼆  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はその輸⼊業者は、その事業を開

始する⼆週間前までに、輸⼊業者及び第四条第⼀項第⼀号⼜は第⼆号の普
通肥料の⼀種以上が原料として配合される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にあつ
ては農林⽔産⼤⾂に、その他の⽣産業者にあつてはその⽣産する事業場の
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
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肥料の名称
三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する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
四 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２ 農業協同組合等が第四条第⼀項第⼀号⼜は第⼆号の普通肥料の⼀種以上

が原料として配合される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である場合には、前項
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肥料を⽣産する事業場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
道府県知事に、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はその輸⼊業者は、第⼀項の届出事項に変更
を⽣じたとき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その旨を農林⽔産⼤⾂⼜
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事業を廃⽌したとき
も、同様とする。

(生産業者保証票及び輸入業者保証票）

第⼗七条  ⽣産業者⼜は輸⼊業者は、普通肥料を⽣産し、⼜は輸⼊したとき
は、農林⽔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当該肥料の容器⼜は
包装の外部（容器及び包装を⽤いないものにあつては各荷⼝⼜は各個。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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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同じ。）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産業者保証票⼜は輸⼊業者保証票を付
さ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肥料が⾃⼰の所有⼜は管理に属している間に、
当該保証票が滅失し、⼜はその記載が不明となつたときも、また同様とす
る。ただし、輸⼊業者が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
録を受けた普通肥料を輸⼊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産業者保証票⼜は輸⼊業者保証票という⽂字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は指定配合肥料の場合には肥料の

名称）
三 保証成分量（第四条第⼀項第三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普通肥料にあつて

は、その種類ごとに農林⽔産⼤⾂が定める主要な成分の含有量）
四 ⽣産業者⼜は輸⼊業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五 ⽣産し、⼜は輸⼊した年⽉
六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した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
七 正味重量
⼋ 指定配合肥料以外の肥料にあつては、登録番号⼜は仮登録番号
九 特定普通肥料にあつては、登録⼜は仮登録に係る適⽤植物の範囲及び施

⽤⽅法
⼗ 第⼆⼗五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異物を混⼊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

混⼊した物の名称及び混⼊の割合
⼗⼀ 仮登録を受けた肥料⼜は指定配合肥料にあつてはその旨の表⽰
⼗⼆ その他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
２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の

輸⼊業者は、当該肥料の容器若しくは包装を開き、若しくは変更した
とき、⼜は容器若しくは包装のない当該肥料を容器に⼊れ、若しくは
包装したときは、農林⽔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当
該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輸⼊業者保証票を
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産業者保証票が付されていないか、⼜はそ
の記載が不明となつた当該肥料を輸⼊したとき、及び輸⼊した当該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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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が⾃⼰の所有⼜は管理に属している間に、⽣産業者保証票が滅失
し、⼜はその記載が不明となつたときも、同様とする。

⼀ 輸⼊業者保証票という⽂字
⼆ 輸⼊業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三 輸⼊した年⽉
四 前項第⼆号、第三号、第七号から第⼗号まで及び第⼗⼆号に掲げる事項
五 ⽣産した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六 ⽣産した年⽉
七 ⽣産した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
⼋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

ある旨の表⽰
３ 前項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の事項その他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は、

同項の輸⼊業者が知らないときは、同項の輸⼊業者保証票に記載しな
くてもよい。

(販売業者保証票）

第⼗⼋条  販売業者は、普通肥料の容器若しくは包装を開き、若しくは変更
したとき、⼜は容器若しくは包装のない普通肥料を容器に⼊れ、若しくは
包装したときは、農林⽔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当該肥
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販売業者保証票を付さなけ
ればならない。⽣産業者保証票、輸⼊業者保証票及び販売業者保証票（以
下「保証票」という。）が付されていないか、⼜はその記載が不明となつ
た普通肥料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及び引渡しを受けた普通肥料が⾃⼰の
所有⼜は管理に属している間に、その保証票が滅失し、⼜はその保証票の
記載が不明となつたときも、また同様とする。
⼀ 販売業者保証票という⽂字
⼆ 販売業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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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前条第⼀項第⼆号、第三号、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及び第九号から第⼗
⼆号までに掲げる事項

四 販売業者保証票を付した年⽉
五 ⽣産業者⼜は輸⼊業者（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

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にあつてはその⽣産した者）の⽒名⼜は名称及
び住所

六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に
あつてはその旨の表⽰

２ 前条第⼀項第五号及び第六号並びに前項第五号の事項その他農林⽔産省
令で定める事項は、販売業者が知らないときは、前項の販売業者保証
票に記載しなくてもよい。

(譲渡等の制限又は禁止）

第⼗九条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普通肥料（指定配合肥料を
除く。）については、登録⼜は仮登録を受けており、かつ、保証票が付さ
れているもの、指定配合肥料については、保証票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
ければ、これを譲り渡してはならない。
２ 天災地変により肥料が登録証⼜は仮登録証に記載された規格に適合しな

くなつた場合及び農林⽔産省令で定めるやむを得ない事由が発⽣した
場合において、命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林⽔産⼤⾂⼜は都道府
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普通肥料を譲り渡すことができる。

３ 農林⽔産⼤⾂は、第⼗三条の三第⼀項（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
準⽤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
し、⼜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取り消した場合その他の場合におい
て、特定普通肥料を施⽤することにより、⼈畜に被害を⽣ずるおそれ
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こととなる事態の発⽣を防⽌するため必要
があるときは、農⽔産省令をもつて、⽣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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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に対し、当該特定普通肥料につき、保証票の記載を変更しなければそ
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をしてはならいことその他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
の制限をし、⼜はそ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を禁⽌することができる。

(保証票の記載事項の制限）

第⼆⼗条  保証票には、第⼗七条第⼀項各号若しくは第⼆項各号⼜は第⼗⼋
条第⼀項各号に掲げる事項、商標及び商号並びに⽣産業者保証票⼜は輸⼊
業者保証票にあつては荷⼝番号及び出荷年⽉以外の事項を記載し、⼜は虚
偽の記載をしてはならない。

(施用上の注意等の表示命令）

第⼆⼗⼀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そ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た普通肥料⼜はその受理した届出に係る
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は輸⼊業者に対し、当該肥料の施⽤上若しくは
保管上の注意⼜は原料の使⽤割合その他その品質若しくは効果を明確にす
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当該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に表⽰すべき旨を命
ずることができる。

(施用の制限）

第⼆⼗⼀条の⼆  肥料を施⽤する者は、特定普通肥料については、保証票が
付されているもの（第⼗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譲渡⼜は引渡しが禁
⽌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でなければ、これを施⽤してはならない。た
だし、試験研究の⽬的で施⽤する場合その他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場合
は、この限りでない。

(特定普通肥料の施用の規制）

第⼆⼗⼀条の三  農林⽔産⼤⾂は、第四条第⼀項第四号の規定により特定普
通肥料が定められたときは、特定普通肥料の種類ごとに、農林⽔産省令を



293

もつて、その施⽤の時期及び⽅法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普通肥料
を施⽤する者が遵守すべき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農林⽔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前項の基準を変更

することができる。
３ 特定普通肥料は、第⼀項の基準（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基準が変更され

た場合には、その変更後の基準）に違反して、施⽤してはならない。
４ 農林⽔産⼤⾂は、第⼀項の農林⽔産省令を制定し、⼜は改廃しようとす

るときは、厚⽣労働⼤⾂及び環境⼤⾂の意⾒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
い。

(特殊肥料の生産業者及びその輸入業者の届出）
第⼆⼗⼆条  特殊肥料の⽣産業者⼜はその輸⼊業者は、その事業を開始する

⼆週間前までに、その⽣産する事業場の所在地⼜は輸⼊の場所を管轄する
都道府県知事に、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肥料の名称
三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する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
四 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２ 特殊肥料の⽣産業者⼜はその輸⼊業者は、前項の届出事項に変更を⽣じ

たとき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その旨を当該都道府県知事に届け
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事業を廃⽌したときも、また同様とする。

(特殊肥料の表示の基準）

第⼆⼗⼆条の⼆  農林⽔産⼤⾂は、特殊肥料のうち、その消費者が購⼊に際
し品質を識別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り、かつ、施⽤上その品質を識別
することが特に必要であるためその品質に関する表⽰の適正化を図る必要
が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種類のものについて、その種類ごとに、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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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掲げる事項につき表⽰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これを告⽰するも
のとする。
⼀ 主要な成分の含有量、原料その他品質に関し表⽰すべき事項
⼆ 表⽰の⽅法その他前号に掲げる事項の表⽰に際して⽣産業者、輸⼊業者

⼜は販売業者が遵守すべき事項
２ 都道府県知事は、特殊肥料の種類を⽰して、前項の表⽰の基準となるべ

き事項を定めるべき旨を農林⽔産⼤⾂に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指示等）

第⼆⼗⼆条の三  農林⽔産⼤⾂は、前条第⼀項の規定により告⽰された同項
第⼀号に掲げる事項（以下「表⽰事項」という。）を表⽰せず、⼜は同項
の規定により告⽰された同項第⼆号に掲げる事項（以下「遵守事項」とい
う。）を遵守しない⽣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があるときは、当該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に対して、表⽰事項を表⽰し、⼜は遵守
事項を遵守すべき旨の指⽰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前項の指⽰に従わない⽣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

者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販売業務についての届出）
第⼆⼗三条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販売業務を⾏う事業場ご

とに、当該事業場において販売業務を開始した後⼆週間以内に、次に掲げ
る事項を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販売業務を⾏う事業場の所在地
三 当該都道府県の区域内にある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２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前項の届出事項に変更を⽣じた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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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その旨を当該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
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販売業務を廃⽌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不正使用等の禁止）

第⼆⼗四条  何⼈も、保証票を偽造し、変造し、若しくは不正に使⽤し、⼜
は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た保証票その他保証票に紛らわしいものを⾃⼰
の販売する肥料若しくはその容器若しくは包装に附してはならない。
２ 他の⽣産業者、輸⼊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の⽒名、商標若しくは商号⼜

は他の肥料の名称若しくは成分を表⽰した容器⼜は包装は、その表⽰
を消さなければ、何⼈も⾃⼰の販売する肥料の容器⼜は包装として使
⽤してはならない。

(異物混入の禁止）

第⼆⼗五条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その⽣産し、輸⼊し、⼜
は販売する肥料に、その品質が低下するような異物を混⼊してはならな
い。ただし、政令で定める種類の普通肥料の⽣産業者が当該普通肥料につ
き公定規格で定める農薬その他の物を公定規格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混⼊
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虚偽の宣伝等の禁止）>
第⼆⼗六条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その⽣産し、輸⼊し、⼜

は販売する肥料の主成分の含有量⼜はその効果に関して虚偽の宣伝をして
はならない。
２ ⽣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その⽣産し、輸⼊し、⼜は販売す

る肥料について、その主成分⼜は効果に関して誤解を⽣ずるおそれの
ある名称を⽤い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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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帳簿の備付）

第⼆⼗七条 肥料の⽣産業者は、その⽣産する事業場ごとに帳簿を備え、肥料
を⽣産したときは、毎⽇、その名称及び数量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肥料の⽣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は、その⽣産、輸⼊⼜は販売の

業務を⾏う事業場ごとに帳簿を備え、肥料を購⼊し、輸⼊し、⼜は⽣
産業者、輸⼊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に販売したときは、その都度、そ
の名称、数量、年⽉⽇及び相⼿⽅の⽒名⼜は名称を記載しなければな
らない。

３ 前⼆項の帳簿は、⼆年間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条 削除

(報告の徴収）

第⼆⼗九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的を達成する
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産業者若しくは輸⼊業者、肥料の運送
業者、運送取扱業者若しくは倉庫業者⼜は肥料を施⽤する者からその業務
⼜は肥料の施⽤に関し報告を徴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第⼗九条第三項、第⼆⼗⼆条の三、第三⼗⼀条第四項

⼜は第三⼗⼀条の⼆の規定の施⾏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販売業者か
ら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徴することができる。

３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販売業者から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徴することができる。

４ 都道府県知事は、第⼀項⼜は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徴した場合におい
て、⽣産業者、輸⼊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表⽰事項を表⽰せず、若
しくは遵守事項を遵守していないこと、⼜は第⼗九条第⼀項若しくは
第三項若しくは第三⼗⼀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肥料を譲渡し、若
しくは引き渡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その旨を農林⽔産⼤⾂
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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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入検査等）

第三⼗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肥料の取締り上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に、⽣産業者若しくは輸⼊業者、肥料の運送業
者、運送取扱業者若 しくは倉庫業者⼜は肥料を施⽤する者の事業場、倉
庫、⾞両、ほ場その他肥料の⽣産、輸⼊、販売、輸送若しくは保管の業務
⼜は肥料の施⽤に関係がある場所に⽴ち⼊り、肥料、その原料若しくは業
務若しくは肥料の施⽤の状況に関する帳簿書類その他必要な物件を検査さ
せ、関係者に質問させ、⼜は肥料若しくはその原料を、検査のため必要な
最⼩量に限り、無償で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第⼗九条第三項、第⼆⼗⼆条の三、第三⼗⼀条第四項

⼜は第三⼗⼀条の⼆の規定の施⾏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
に、販売業者の事業場、倉庫その他肥料の販売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
所に⽴ち⼊り、肥料若しくは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その作成、備付け
⼜は保存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的⽅式、磁気的⽅式その他⼈の知
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
電⼦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の作成、備
付け⼜は保存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次
項、第三⼗三条の三第⼀項及び第⼆項並びに第三⼗三条の五第⼀項第六
号において同じ。)を検査させ、⼜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３ 都道府県知事は、肥料の取締り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
に、販売業者の事業場、倉庫その他肥料の販売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
所に⽴ち⼊り、肥料若しくは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を検査させ、関係
者に質問させ、⼜は肥料を、検査のため必要な最⼩量に限り、無償で
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４ 都道府県知事は、第⼀項⼜は前項の規定による⽴⼊検査⼜は質問を⾏つ
た場合において、⽣産業者、輸⼊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表⽰事項を
表⽰せず、若しくは遵守事項を遵守していないこと、⼜は第⼗九条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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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三⼗⼀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肥料
を譲渡し、若しくは引き渡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その旨を
農林⽔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５ 第⼀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検査、質問及び収去の権限は、
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６ 第⼀項から第三項までの場合には、その職務を⾏う農林⽔産省⼜は都道
府県の職員は、その⾝分を⽰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の請求があつ
たときは、これを提⽰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７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第⼀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肥料
⼜はその原料を収去させたときは、当該肥料⼜はその原料の検査の結
果の概要を新聞その他の⽅法により公表する。

(センタ による立入検査等）

第三⼗条の⼆  農林⽔産⼤⾂は、前条第⼀項⼜は第⼆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
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センターに、同条第⼀項に規定する者⼜は販売業
者の事業場、倉庫、⾞両、ほ場その他肥料の⽣産、輸⼊、販売、輸送若し
くは保管の業務⼜は肥料の施⽤に関係がある場所に⽴ち⼊り、肥料、その
原料若しくは業務若しくは肥料の施⽤の状況に関する帳簿書類その他必要
な物件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は肥料若しくはその原料を、検
査のため必要な最⼩量に限り、無償で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前項の規定によりセンターに⽴⼊検査、質問⼜は収去

（以下「⽴⼊検査等」という。）を⾏わせる場合には、センターに対
し、当該⽴⼊検査等の期⽇、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してこれを実
施すべきことを指⽰するものとする。

３ センターは、前項の指⽰に従つて第⼀項の⽴⼊検査等を⾏つたときは、
農林⽔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結果を農林⽔産⼤⾂に報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項の規定による⽴⼊検査等につ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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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同条第七項の規定は第⼀項の規定による収去について、それぞれ
準⽤する。

(行政処分）

第三⼗⼀条  農林⽔産⼤⾂は、そ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た普通肥料⼜は
その届出に係る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は輸⼊業者がこの法律⼜はこの
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これらの者に対し、当該肥料
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を制限し、若しくは禁⽌し、⼜はその登録若しくは
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２ 都道府県知事は、その届出に係る販売業者、その登録した普通肥料若し

くはその届出に係る指定配合肥料の⽣産業者⼜はその届出に係る特殊
肥料の⽣産業者若しくは輸⼊業者がこの法律⼜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
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表⽰事項を表⽰せず、⼜は遵守事項を遵守
しない場合を除く。）は、これらの者に対し、当該肥料の譲渡若しく
は引渡しを制限し、若しくは禁⽌し、⼜は⽣産業者について当該肥料
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３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した普通肥
料、指定配合肥料⼜は特殊肥料を通常の施⽤⽅法に従い施⽤する場合
に、植物に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に⾄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害の
発⽣を防⽌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農林⽔産⼤⾂にあつては第⼀
項に規定する当該肥料に係る⽣産業者⼜は輸⼊業者に対し、都道府県
知事にあつては前項に規定する当該肥料に係る⽣産業者、輸⼊業者⼜
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肥料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を制限し、若しく
は禁⽌し、⼜はそ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４ 農林⽔産⼤⾂は、その定める検査⽅法に従い、センターに肥料を検査さ
せた結果、肥料の品質が不良となつたため、⼈畜に被害を⽣ずるおそ
れ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と認められるに⾄つた場合において、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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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事態の発⽣を防⽌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肥料の譲渡若し
くは引渡し⼜は施⽤を制限し、⼜は禁⽌することができる。

５ 農林⽔産⼤⾂は、第⼆⼗五条の規定に違反して異物が混⼊されたことに
より植物に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に⾄つた肥料⼜は通常の施⽤⽅法に
従い施⽤する場合に植物に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に⾄つた肥料を販売
業者が販売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被害の発⽣が広域にわたるの
を防⽌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肥料の販売業務を⾏う事業場
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対し、前⼆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
よる販売業者に対する処分をすべきことを指⽰することができる。

６  第⼀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
は、遅滞なく、登録証⼜は仮登録証を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
に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７ 第⼀項から第四項までの処分（登録⼜は仮登録の取消しを除く。）をし
たときは、農林⽔産⼤⾂にあつてはすべての都道府県知事に、都道府
県知事にあつては農林⽔産⼤⾂及びすべての都道府県知事に、速やか
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回収命令等）

第三⼗⼀条の⼆  農林⽔産⼤⾂は、⽣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が第⼗
九条第⼀項若しくは第三項⼜は前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肥料を譲渡
し、⼜は引き渡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肥料を施⽤することにより⼈畜に
被害を⽣ずるおそれ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こととなる事態の発⽣を防
⽌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に対し、当該肥料の回収を図る
ことその他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登録及び仮登録の制限）

第三⼗⼆条  第三⼗⼀条第⼀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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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取り消された者は、取消しの⽇から⼀年間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更
に登録⼜は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聴聞の特例）

第三⼗三条  農林⽔産⼤⾂⼜は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
による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第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肥料の
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制限若しくは禁⽌⼜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肥料
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若しくは施⽤の制限若しくは禁⽌の処分をしようと
するときは、⾏政⼿続法（平成五年法律第⼋⼗⼋号）第⼗三条第⼀項の規
定による意⾒陳述のための⼿続の区分にかかわらず、聴聞を⾏わなければ
ならない。
２ 第九条第三項、第⼗三条の三第⼀項若しくは第三⼗⼀条第⼀項から第三

項まで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取消し、第⼗三条の三第⼀
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第三⼗⼀条第三項の規定
による肥料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制限若しくは禁⽌⼜は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る肥料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若しくは施⽤の制限若しくは
禁⽌の処分に係る聴聞の期⽇における審理は、公開により⾏わなけれ
ばならない。

(外国生産肥料の登録及び仮登録）

第三⼗三条の⼆  外国において本邦に輸出される普通肥料（指定配合肥料を
除く。）を業として⽣産する者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その銘柄ごと
に、公定規格が定められている普通肥料については農林⽔産⼤⾂ の登録
を、公定規格が定められていない普通肥料については農林⽔産⼤⾂の仮登
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本邦内におい

て品質の不良な肥料の流通の防⽌に必要な措置を採らせるための者
を、本邦内に住所を有する者（外国法⼈で本邦内に事務所を有する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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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の当該事務所の代表者を含む。）のうちから、当該登録⼜は仮登録
の申請の際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以下「登録外国⽣産業
者」という。）は、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者（以下「国内管理
⼈」という。）を変更したとき、⼜は国内管理⼈につき、その⽒名若
しくは名称若しくは住所に変更があつたときは、その⽇から三⼗⽇以
内に、農林⽔産省令で定める⼿続に従い、その旨を農林⽔産⼤⾂に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４ 登録外国⽣産業者は、その⽣産⼜は販売の業務を⾏う事業場ごとに帳簿
を備え、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あつ
て本邦に輸出されるものを⽣産したときは、毎⽇、その名称及び数量
を、当該肥料を販売したときは、その都度、その名称、数量、年⽉⽇
及び相⼿⽅の⽒名⼜は名称を記載し、その記載した事項をその国内管
理⼈に通知するとともに、その帳簿を⼆年間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
い。

５ 国内管理⼈は、その住所地⼜は主たる事務所に、帳簿を備え付け、これ
に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受けた事項を記載し、その帳簿を⼆年間保
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６ 第六条から第⼋条まで、第九条第⼀項から第三項まで、第⼗条、第⼗⼆
条、第⼗四条（第三号を除く。）並びに第⼗六条第⼀項から第三項ま
での規定は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に、第九条第四項、第
⼗⼀条、第⼗三条、第⼗三条の⼆、第⼗五条、第⼗七条第⼀項（ただ
し書を除く。）、第⼆⼗条、第⼆⼗⼀条及び第⼆⼗五条の規定は登録
外国⽣産業者に、第⼗三条の三の規定は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
仮登録に係る特定普通肥料に、第⼆⼗六条の規定は登録外国⽣産業者
及びその国内管理⼈に、第⼆⼗九条第⼀項の規定は国内管理⼈に準⽤
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農林⽔産⼤⾂⼜は都道府
県知事」とあるのは「農林⽔産⼤⾂」と、第六条第⼀項第⼀号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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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及び住所」とあるの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
は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及びその者が同条第⼆項の規定により選
任した者の⽒名並びに住所」と、同項第四号中「⽣産業者にあつては
⽣産する」とあるのは「⽣産する」と、第⼗⼀条中「⽣産業者にあつ
ては、その写」とあるのは「その写し」と、第⼗三条第⼀項中「⼆週
間」とあるのは「三⼗⽇」と、同項第⼆号中「⽣産業者にあつては⽣
産する」とあるのは「⽣産する」と、同条第⼆項中「⼆週間」とある
のは「三⼗⽇」と、第⼗四条第⼆号中「⽣産⼜は輸⼊」とあるのは
「⽣産」と、第⼗六条第⼀項中「第三⼗⼀条第⼀項から第三項まで」
とあるのは「第三⼗三条の五第⼀項」と、同項第六号中「⽣産業者⼜
は輸⼊業者」とあるの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若
しくは仮登録を受けた者及びその者が同条第⼆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
た者」と、同条第⼆項中「第⼗三条第⼀項⼜は第四項」とあるのは
「第⼗三条第⼀項若しくは第四項⼜は第三⼗三条の⼆第三項」と、第
⼗七条第⼀項中「普通肥料を⽣産し、⼜は輸⼊した」とあるのは「第
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
あつて本邦に輸出されたものを⽣産した」と、「⽣産業者保証票⼜は
輸⼊業者保証票」とあるのは「⽣産業者保証票」と、同項第五号中
「⽣産し、⼜は輸⼊した」とあるのは「⽣産した」と、同項第六号中
「⽣産業者にあつては⽣産した」とあるのは「⽣産した」と、同項第
⼗⼀号中「仮登録を受けた肥料⼜は指定配合肥料にあつてはその旨」
とあるの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
けた普通肥料である旨」と、第⼆⼗条中「第⼗七条第⼀項各号若しく
は第⼆項各号⼜は第⼗⼋条第⼀項各号」とあるのは「第⼗七条第⼀項
各号」と、「並びに⽣産業者保証票⼜は輸⼊業者保証票にあつては」
とあるのは「並びに」と、第⼆⼗⼀条中「命ずる」とあるのは「請求
する」と、第⼆⼗五条及び第⼆⼗六条中「その⽣産し、輸⼊し、⼜は
販売する肥料」とあるの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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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あつて本邦に輸出されるもの」と読み
替えるものとする。

(国内管理人に係る立入検査等）

第三⼗三条の三  農林⽔産⼤⾂は、肥料の取締り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その職員に、国内管理⼈の事務所その他そ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所に
⽴ち⼊り、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
できる。
２ 農林⽔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セン

ターに、国内管理⼈の事務所その他そ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所に⽴ち
⼊り、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
できる。

３ 第三⼗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第⼀項の規定による⽴⼊検査⼜は質
問について、第三⼗条の⼆第⼆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第⼆項の規
定による⽴⼊検査⼜は質問について、それぞれ準⽤する。

(外国生産肥料の輸入）

第三⼗三条の四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
た普通肥料の輸⼊業者は、その事業を開始する⼆週間前までに、農林⽔産
⼤⾂に、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輸⼊業
者が当該肥料の登録外国⽣産業者⼜はその国内管理⼈である場合は、この
限りで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
⼆ 輸⼊する肥料の登録番号⼜は仮登録番号
三 保管する施設の所在地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輸⼊業者は、同項の届出事項に変更を⽣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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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ときは、その⽇から⼆週間以内に、その旨を農林⽔産⼤⾂に届け出
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事業を廃⽌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３ 輸⼊業者は、不正に使⽤された保証票⼜は偽造され、若しくは変造され
た保証票その他保証票に紛らわしいものが付された肥料（その容器若
しくは包装にこれらのものが付して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肥料を含
む。）で輸⼊に係るものを譲り渡してはならない。

４ 輸⼊業者は、他⼈の⽒名、商標若しくは商号⼜は他の肥料の名称若しく
は成分を表⽰した容器⼜は包装を使⽤した肥料で輸⼊に係るものを、
その表⽰を消さなければ、譲り渡してはならない。

(外国生産肥料の登録の取消し等）

第三⼗三条の五  農林⽔産⼤⾂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
登録外国⽣産業者に対し、その登録⼜は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

（本邦に輸出されるものに限る。）であつて⽣産業者保証票が付され
ていないものを譲り渡したとき。

⼆ 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第⼆⼗⼀条の規定による請求に
応じなかつたとき。

三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
料であつて本邦に輸出されるものに係る保証票を偽造し、変造し、若
しくは不正に使⽤し、⼜は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た保証票その他保
証票に紛らわしいものを当該肥料若しくはその容器若しくは包装に付
したとき。

四 他⼈の⽒名、商標若しくは商号⼜は他の肥料の名称若しくは成分を表⽰
した容器⼜は包装を、その表⽰を消さないで、第三⼗三条の⼆第⼀項
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あつて本邦に輸出さ
れるものの容器⼜は包装として使⽤したとき。

五 農林⽔産⼤⾂がこの法律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て登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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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産業者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て報告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そ
の報告がされず、⼜は虚偽の報告がされたとき。

六 農林⽔産⼤⾂が、肥料の取締り上必要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員⼜はセ
ンターに、登録外国⽣産業者の事業場、倉庫その他第三⼗三条の⼆第
⼀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あつて本邦に輸
出されるものの⽣産⼜は販売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所において、当該
肥料、その原料若しくは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についての検査をさ
せ、関係者に質問をさせ、⼜は検査のため必要な最⼩量の当該肥料若
しくはその原料を無償で提供するよう要請をさせようとした場合にお
いて、その検査若しくは要請が拒まれ、妨げられ、若しくは忌避さ
れ、⼜は質問に対し答弁がされ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がされたと
き。

七 第三⼗⼀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相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農林⽔産⼤⾂が、第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検査⽅法に従い、セン

ターに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
通肥料を検査させた結果、肥料の品質が不良となつたため、⼈畜に被
害を⽣ずるおそれがある農産物が⽣産されると認められるに⾄つた場
合において、その事態の発⽣を防⽌するため、登録外国⽣産業者に対
し、当該肥料の譲渡⼜は引渡しの制限⼜は停⽌を請求したにもかから
わず、当該登録外国⽣産業者がこれに応じなかつたとき。

九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るに当たつて
不正⾏為をしたとき。

⼗ 国内管理⼈が⽋けた場合において新たに国内管理⼈を選任しなかつたと
き。

⼗⼀ 登録外国⽣産業者⼜はその国内管理⼈がこの法律⼜はこの法律に基づ
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２ 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は、遅滞なく、登録
証⼜は仮登録証を農林⽔産⼤⾂に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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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第⼀項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は、取消しの⽇か
ら⼀年間は、当該普通肥料について更に登録⼜は仮登録を受けること
ができない。

４ 第三⼗三条第⼀項の規定は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第⼗
三条の三第⼀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は仮登録の処分について、
第三⼗三条第⼆項の規定は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第
九条第三項若しくは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若しくは第⼀項の規定
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取消し⼜は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
て準⽤する第⼗三条の三第⼀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
録の処分に係る聴聞について、第三⼗四条第⼆項の規定は第三⼗三条
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第⼗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
登録⼜は仮登録の申請に対する処分について準⽤する。

(センタ に対する命令）

第三⼗三条の六  農林⽔産⼤⾂は、第七条第⼀項、第⼋条第⼀項及び第⼗三
条の⼆第⼆項（これらの規定を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
合を含む。）の調査、第九条第⼀項（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
する場合を含む。）の肥効試験、第三⼗条の⼆第⼀項の⽴⼊検査等、第三
⼗⼀条第四項の検査並びに第三⼗三条の三第⼆項の⽴⼊検査及び質問の業
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センターに対
し、当該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不服申立て）

第三⼗四条  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申請した者
は、都道府県知事がその申請をした⽇から五⼗⽇以内にこれに対するなん
らの処分をしないときは、都道府県知事がその申請を却下したものとみな
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農林⽔産⼤⾂は、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申請に対する処分、第⼗三条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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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の申請に対する処
分、第三⼗⼀条第⼀項若しくは第⼆項の規定による肥料の譲渡若しく
は引渡しの制限若しくは禁⽌の処分（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る
販売業者に対する処分を除く。）⼜は第三⼗⼀条の⼆の規定による命
令の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は異議申⽴てを受けたときは、審査請
求⼈⼜は異議申⽴⼈に対してあらかじめ期⽇及び場所を通知して、公
開による意⾒の聴取を⾏わなければならない。

３ 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る肥料の譲渡⼜は引渡し
の制限⼜は禁⽌の処分（販売業者に対する処分に限る。）についての
異議申⽴てを受けたときは、異議申⽴⼈に対してあらかじめ期⽇及び
場所を通知して、公開による意⾒の聴取を⾏わなければならない。

(適用の除外）

第三⼗五条  肥料を輸出するために⽣産し、輸⼊し、譲渡し、輸送し、⼜は
保管する場合及び農林⽔産⼤⾂の指定する肥料を⼯業⽤⼜は飼料⽤に供す
るために⽣産し、輸⼊し、譲渡し、輸送し、⼜は保管する場合には、農林
⽔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法律は、適⽤しない。都道府県知事
の指定する肥料を⼯業⽤⼜は飼料⽤に供するため、当該都道府県の区域内
において、⽣産し、輸⼊し、譲渡し、輸送し、⼜は保管する場合も、また
同様とする。
２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

旨を農林⽔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権限の委任）

第三⼗五条の⼆  この法律に規定する農林⽔産⼤⾂の権限は、農林⽔産省令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部を地⽅農政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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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の区分）

第三⼗五条の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
る事務のうち、次に掲げるものは、地⽅⾃治法（昭和⼆⼗⼆年法律第六⼗
七号）第⼆条第九項第⼀号に規定する第⼀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 第四条第⼀項及び第⼆項、第六条第⼀項、第七条第⼀項、第⼗条、第⼗

⼆条第四項、第⼗三条、第⼗五条、第⼗六条第⼀項、第⼆項及び第四
項、第⼗六条の⼆、第⼆⼗⼆条、第⼆⼗九条第⼀項並びに第三⼗条第
⼀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

⼆ 第⼆⼗九条第四項、第三⼗条第四項及び第七項、第三⼗⼀条第三項並び
に第三⼗三条第⼀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
る事務（販売業者に係るものを除く。）

三 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
務のうち次に掲げるもの以外のもの

イ 第⼗九条第⼆項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は第⼆⼗⼀条の規定
の違反に関する処分

ロ その届出に係る販売業者に対する処分（イに掲げるものを除く。）
四 第三⼗⼀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登録証の返納の受理（前号イに掲げる処

分に係るものを除く。）
 五 第三⼗⼀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第三号イ及びロに掲げる処分に

係るものを除く。）

(経過措置）
第三⼗五条の四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は改廃する場合

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
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
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310

(罰則）

第三⼗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
百万円以下の罰⾦に処し、⼜はこれを併科する。
⼀ 第四条若しくは第五条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受けないで、

普通肥料を業として⽣産し、若しくは輸⼊し、⼜は第四条、第五条若
しく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受け
るに当たつて不正⾏為をした者

⼆ 第⼗九条第⼀項、第⼆⼗⼀条の⼆、第⼆⼗⼀条の三第三項、第⼆⼗五条
⼜は第三⼗三条の四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三 第⼗九条第三項の農林⽔産省令の規定による制限⼜は禁⽌に違反した者
四 第⼆⼗条の規定に違反して、保証票に虚偽の記載をした者
五 第⼆⼗四条第⼀項の規定に違反して、保証票を不正に使⽤し、⼜は保証

票に紛らわしいものを⾃⼰の販売する肥料若しくはその容器若しくは
包装に付した者

六 第三⼗⼀条第三項⼜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肥料の譲渡若しくは引渡し⼜
は施⽤の制限⼜は禁⽌に違反した者

七 第三⼗⼀条の⼆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三⼗七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

五⼗万円以下の罰⾦に処し、⼜はこれを併科する。
⼀ 第⼗六条の⼆、第⼆⼗⼆条、第⼆⼗三条⼜は第三⼗三条の四第⼀項若し

くは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 第⼆⼗四条第⼆項、第⼆⼗六条（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

る場合を含む。）⼜は第三⼗三条の四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第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万円以下の罰⾦に処

する。
⼀ 第⼗三条第⼀項、第⼆項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若しくは申請

をせず、若しくは第⼗五条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は虚偽
の届出をし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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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条第⼀項若しくは第⼆項⼜は第⼗⼋条第⼀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三 第⼆⼗条の規定に違反して、保証票に法定の事項以外の事項を記載した者

第三⼗九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万円以下の罰⾦に処する。
⼀ 第⼗⼀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 第⼗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若しくは申請をせず、⼜は虚偽の届出

をした者
三 第⼆⼗⼀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四 第⼆⼗七条第⼀項⼜は第⼆項の規定に違反して、帳簿を備え付けず、記

載をせず、⼜は虚偽の記載をした者
五 第⼆⼗九条第⼀項（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む。）、第⼆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対し報告をせず、⼜は
虚偽の報告をした者

六 第三⼗条第⼀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
る⽴⼊り、検査若しくは収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はこれ
ら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

七 第三⼗条第⼆項若しくは第三⼗三条の三第⼀項若しくは第⼆項の規定に
よる⽴⼊り若しくは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はこれら
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

第四⼗条  法⼈の代表者⼜は法⼈若しくは⼈の代理⼈、使⽤⼈その他の従業
者がその法⼈⼜は⼈の業務に関して、第三⼗六条から前条までの違反⾏為
をしたときは、⾏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に対して次の各号に定める
罰⾦刑を、その⼈に対して各本条の罰⾦刑を科する。
⼀ 第三⼗六条第⼀号、第⼆号（第⼗九条第⼀項に係る部分に限る。）、第

三号、第四号及び第七号 ⼀億円以下の罰⾦刑
⼆ 第三⼗六条（前号に係る部分を除く。）及び第三⼗七条から第三⼗九条

まで 各本条の罰⾦刑
第四⼗⼀条  第三⼗三条の六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

反⾏為をしたセンターの役員は、⼆⼗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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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条  第九条第四項、第⼗五条第⼆項、第⼆⼗七条第三項、第三⼗⼀
条第六項⼜は第三⼗三条の⼆第五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万円以下の
過料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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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肥料取締法施行規則第四条第一号の規定に基づき生産工程の概要の記載を

要する普通肥料を指定する件

  

昭和59年 3⽉16⽇ 農林⽔産省告⽰第 698号 施⾏ 昭和59年 4⽉ 1⽇
           この間１１回改正
改正 平成11年 5⽉13⽇ 農林⽔産省告⽰第 705号 施⾏ 平成11年 6⽉12⽇
   平成12年 1⽉27⽇ 農林⽔産省告⽰第 92号 施⾏ 平成12年 2⽉28⽇
   平成13年 5⽉10⽇ 農林⽔産省告⽰第 641号 施⾏ 平成13年 6⽉10⽇
   平成14年 3⽉ 8⽇ 農林⽔産省告⽰第 639号 施⾏ 平成14年 4⽉10⽇
   平成15年 2⽉ 7⽇ 農林⽔産省告⽰第 123号 施⾏ 平成15年 3⽉10⽇
   平成16年 1⽉15⽇ 農林⽔産省告⽰第 73号 施⾏ 平成16年 5⽉ 1⽇
   平成16年 4⽉23⽇ 農林⽔産省告⽰第 974号 施⾏ 平成16年 5⽉25⽇
   平成17年 2⽉ 7⽇ 農林⽔産省告⽰第 255号 施⾏ 平成17年 3⽉ 9⽇
   平成24年 8⽉ 8⽇ 農林⽔産省告⽰第1987号 施⾏ 平成24年 9⽉ 7⽇
   平成26年 9⽉ 1⽇ 農林⽔産省告⽰第1150号 施⾏ 平成26年10⽉ 1⽇

硫酸アンモニア、硝酸⽯灰、アセトアルデヒド縮合尿素、イソブチルアル
デヒド縮合尿素、硫酸グアニル尿素、オキサミド、硝酸アンモニアソーダ
肥料、硝酸アンモニア⽯灰肥料、硝酸苦⼟肥料、腐植酸アンモニア肥料、
被覆窒素肥料 、グリオキサール 縮合尿素、ホルムアルデヒド 加⼯尿素肥
料、メチロール尿素重合肥料、副産窒素肥料、液状窒素肥料、混合窒素肥
料、液体副産窒素肥料 、過りん酸⽯灰、重過りん酸⽯灰、りん酸苦⼟肥
料、熔成りん肥、焼成りん肥、被覆りん酸肥料、液体りん酸肥料、熔成け
い酸りん肥、熔成汚泥灰けい酸りん肥、鉱さいりん酸肥料、加⼯りん酸肥
料、加⼯鉱さいりん酸肥料、腐植酸りん肥、副産りん酸肥料、混合りん酸
肥料、硫酸加⾥、硫酸加⾥苦⼟、重炭酸加⾥、粗製加⾥塩、加⼯苦汁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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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腐植酸加⾥肥料、けい酸加⾥肥料、被覆加⾥肥料、液体けい酸加⾥
肥料、熔成けい酸加⾥肥料、副産加⾥肥料、混合加⾥肥料、⾁かす粉末、
⾁⾻粉、蒸製てい⾓粉、蒸製てい⾓⾻粉、蒸製⽑粉、乾⾎及びその粉末、
⽣⾻粉、蒸製⾻粉、蒸製⽪⾰粉、とうもろこし浸漬液肥料、乾燥菌体肥
料、加⼯家きんふん肥料、⿂廃物加⼯肥料、副産動物質肥料、副産植物質
肥料（しょう油を⽣産する際に副産されるものを除く。）、混合有機質肥
料（植物油かす及びその粉末の⼆以上を混合したものを除く。）、熔成複
合肥料、化成肥料、混合動物排せつ物複合肥料、混合堆肥複合肥料、成形
複合肥料、吸着複合肥料、被覆複合肥料、副産複合肥料、配合肥料、液状
複合肥料、熔成汚泥灰複合肥料 、混合汚泥複合肥料 、家庭園芸⽤複合肥
料、⽣⽯灰、消⽯灰、炭酸カルシウム肥料、⾙化⽯肥料、副産⽯灰肥料、
混合⽯灰肥料、鉱さいけい酸質肥料、シリカゲル肥料、シリカヒドロゲル
肥料、けい灰⽯肥料、軽量気泡コンクリート粉末肥料、硫酸苦⼟肥料、⽔
酸化苦⼟肥料、酢酸苦⼟肥料、炭酸苦⼟肥料、加⼯苦⼟肥料、腐植酸苦⼟
肥料、リグニン苦⼟肥料、被覆苦⼟肥料、副産苦⼟肥料、混合苦⼟肥料、
硫酸マンガン肥料、炭酸マンガン肥料、加⼯マンガン肥料、鉱さいマンガ
ン肥料、副産マンガン肥料、液体副産マンガン肥料、混合マンガン肥料、
熔成ほう素肥料、加⼯ほう素肥料、熔成微量要素複合肥料、混合微量要素
肥料、液体微量要素複合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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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肥料取締法施行規則

昭和25年 6⽉20⽇ 農林省令第 64号
この間４６回改正           
平成13年 3⽉22⽇ 農林⽔産省令第 59号
平成13年 3⽉30⽇ 農林⽔産省令第 76号
平成13年 5⽉10⽇ 農林⽔産省令第 98号
平成15年 6⽉25⽇ 農林⽔産省令第 63号
平成16年 3⽉18⽇ 農林⽔産省令第 18号
平成16年 4⽉23⽇ 農林⽔産省令第 40号
平成18年11⽉ 1⽇ 農林⽔産省令第 84号
平成19年 3⽉30⽇ 農林⽔産省令第 29号
平成20年 2⽉29⽇ 農林⽔産省令第 11号
平成24年 8⽉ 8⽇ 農林⽔産省令第 44号
平成25年12⽉ 5⽇ 農林⽔産省令第 71号
平成26年 9⽉ 1⽇ 農林⽔産省令第 47号 

（指定配合肥料）

第⼀条  肥料取締法（以下「法」という。）第四条第⼀項ただし書の農林⽔
産省令で定める普通肥料は、専ら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が原料として配合
される普通肥料のうち次の各号に掲げる普通肥料以外のもの（家庭園芸⽤
肥料（当該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に、農林⽔産⼤⾂が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途が専ら家庭園芸⽤である旨を表⽰したもので、かつ、その
正味重量が⼗キログラム以下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あつては、第
⼀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普通肥料以外の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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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に掲げる普通肥料のいずれかを原料の⼀つとして配合した普通肥料
イ 事故肥料 
ロ 肥料の品質を低下させるような異物が混⼊された普通肥料
ハ ⼟壌中における硝酸化成を抑制する材料が使⽤された普通肥料
ニ 液状の普通肥料 
ホ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して⽣産された普通肥料（⽜、めん⽺、⼭⽺及び

⿅による⽜由来の原料を原料として⽣産された肥料の摂取に起因して
⽣ずるこれらの家畜の伝達性海綿状脳症の発⽣を予防するため、農林
⽔産⼤⾂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摂取の防⽌に効果があると認め
られる材料（農林⽔産⼤⾂が指定するものに限る。）若しくは原料の
使⽤⼜は当該疾病の発⽣の予防に効果があると認められる⽅法による
原料の加⼯その他必要な措置が⾏われたものを除く。） 

⼆ ⽯灰質肥料⼜はけい酸質肥料（シリカゲル肥料を除く。）に属する普通
肥料と当該肥料の属する種別と異なる種別に属する普通肥料（アルカ
リ分を保証するもの（混合りん酸肥料を除く。）⼜は苦⼟肥料に属す
るもの（⽔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を除く。）を除く。）を原料とし
て配合した普通肥料

三 配合に当たつて肥料の品質を低下させるような異物を混⼊した普通肥料
四 配合に当たつて第四条第三号に掲げる材料（農林⽔産⼤⾂が指定するも

のを除く。）を使⽤した普通肥料

(有害成分を含有するおそれが高い普通肥料）

第⼀条の⼆  法第四条第⼀項第三号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普通肥料は、次
のとおりとする。
⼀ 下⽔汚泥肥料
⼆ し尿汚泥肥料
三 ⼯業汚泥肥料
四 混合汚泥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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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焼成汚泥肥料
六 汚泥発酵肥料
七 ⽔産副産物発酵肥料
⼋ 硫⻩及びその化合物

(登録又は仮登録の申請書の様式）

第⼀条の三  法第六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
合を含む。第五条第⼀項,第七条の⼆第⼀項及び第七条の三第⼀項において
同じ。）の規定により提出する申請書の様式は、登録の申請にあつては別
記様式第⼀号、仮登録の申請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号によらなければな
らない。

(保証成分量の記載方法）

第⼆条  法第六条第⼀項第三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申請書に記載すべき保証成分量は、百分の⼀
以上を保証する主成分に限るものとし、かつ、千分の⼀未満の表⽰をして
はならない。ただし、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ンガン、⽔溶性マンガ
ン、く溶性ほう素及び⽔溶性ほう素並びに家庭園芸⽤複合肥料の主成分に
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植物に対す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績を要する肥料）

第⼆条の⼆  法第六条第⼀項第六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
する場合を含む。次条において同じ。）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肥料は、
次に掲げる種類に属する普通肥料（農林⽔産⼤⾂が指定するものを除
く。）とする。
⼀ 副産窒素肥料
⼆ 液体副産窒素肥料
三 熔成汚泥灰けい酸りん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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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副産りん酸肥料
五 乾燥菌体肥料
六 吸着複合肥料
七 副産複合肥料
⼋ 熔成汚泥灰複合肥料
九 副産苦⼟肥料
⼗ 副産マンガン肥料
⼗⼀ 液体副産マンガン肥料

(植物に対す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績）

第⼆条の三 法第六条第⼀項第六号の植物に対す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績
を申請書に記載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試験機関の名称及び所在地
⼆ 試験担当者の⽒名
三 試験の⽬的
四 試験の設計
イ 供試肥料及び対照肥料の種類及び名称並びに分析成績
ロ 供試⼟壌の⼟性及び沖積⼟⼜は洪積⼟の別
ハ 供試作物の種類及び品種 
ニ 施肥の設計 
ホ 試験区の名称 
ヘ 栽培⽅法 
五 管理の状況
六 試験結果
イ 発芽調査成績 
ロ ⽣育調査成績 
ハ 異常症状 
七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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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該試験機関の責任者の証明
２ 前項第四号ホの試験区には対照区を設け、同項第六号の試験結果にはそ

れを証明する供試作物の写真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仮登録の申請に要する栽培試験の成績）

第三条  法第六条第⼀項第九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栽培試験の成績を申請書に記載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
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試験機関の名称及び所在地
⼆ 試験担当者の⽒名
三 試験の⽬的
四 試験の設計
イ 供試肥料の名称及び分析成績並びに対照肥料の種類（指定配合肥料の場

合にはその旨）及び名称並びに分析成績
ロ ほ場試験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位置、⽥畑の別、地質、⼟性及び耕⼟の

深さ、容器内試験の場合にあつては供試⼟壌の⼟性及び沖積⼟⼜は洪
積⼟の別

ハ 供試作物の種類及び品種 
ニ 施肥の設計 
ホ 試験区の名称及び配置図 
ヘ 栽培⽅法 
五 管理の状況
六 試験結果
イ 発芽調査成績  
ロ ⽣育調査成績 
ハ 異常症状 
ニ 収量調査成績 
七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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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該試験機関の責任者の証明
２ 前条第⼆項の規定は、前項の栽培試験の成績について準⽤する。

(申請書の記載事項）

第四条  法第六条第⼀項第⼗⼀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
る場合を含む。）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法第四条第⼀項第⼀号、第⼆号、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普通肥料で

あつて農林⽔産⼤⾂が指定するものにあつては、⽣産⼯程の概要
⼆ 第⼀条の⼆に定める普通肥料にあつては、原料の使⽤割合及び⽣産⼯程

の概要
三 肥料の固結、⾶散、吸湿、沈殿、浮上、腐敗若しくは悪臭を防⽌し、そ

の粒状化、成形、展着、組成の均⼀化、脱⽔、乾燥、凝集、発酵若し
くは効果の発現を促進し、それを着⾊し、若しくはその⼟壌中におけ
る分散を促進し、反応を緩和し、若しくは硝酸化成を抑制する材料⼜
は第⼀条第⼀号ホの摂取の防⽌に効果があると認められる材料を使⽤
した普通肥料にあつては、その材料の種類及び名称並びに使⽤量

四 公定規格の定めのない普通肥料にあつては、原料の使⽤割合並びに⽣産
⼯程及びその⼯程における化学反応の概要

(見本の提出）

第五条 法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べき肥料の⾒本の量は、登録⼜は仮
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肥料⼀件ごとに五百グラム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肥料の⾒本には、その容器の外部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票

紙を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 申請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には肥料の名称）
三 含有主成分量（第⼀条の⼆に定める普通肥料にあつては、有害成分の含

有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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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農林⽔産⼤⾂は、第⼀条の⼆及び第⼆条の⼆に定める普通肥料の登録の
申請に係る普通肥料であつて植物に対す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必要
があると認めるもの並びに仮登録の申請に係る普通肥料であつて栽培
試験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ものについては、当該試験に必要な最少量
の⾒本の追加提出を命ずることがある。

(申請書の経由）
第六条  法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農林⽔産⼤⾂に提出する申請書及び肥

料の⾒本は独⽴⾏政法⼈農林⽔産消費安全技術センター（以下「セン
ター」という。）を経由することができる。
２ 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法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

農林⽔産⼤⾂に提出する申請書及び肥料の⾒本は、国内管理⼈を経由
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規定により国内管理⼈を経由して農林⽔産⼤⾂に提出する申請書
及び肥料の⾒本は、センターを経由することができる。

(手数料の納付方法）

第七条  法第六条第⼆項及び第⼗⼆条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法第三⼗三条
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数料は、収⼊
印紙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政⼿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に関する法律（平成⼗

四年法律第百五⼗⼀号）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電
⼦情報処理組織を使⽤して 法第六条第⼀項及び法第⼗⼆条第四項（こ
れらの規定を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も含
む。）の規定による申請をするときは、当該申請により得られた納付
情報により、現⾦をもって納付す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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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の申請に係る調査）

第七条の⼆  法第七条第⼀項（法第三⼗三条の⼆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調査は、次に掲げる事項
について、書⾯による調査⼜は法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肥
料の⾒本の分析、鑑定及び試験により⾏う。
⼀ 申請書の記載事項の適否に関する事項
⼆ 法第三条第⼀項に規定する公定規格との適合性に関する事項
三 名称の妥当性に関する事項
四 植物に対する有害性の有無に関する事項
２ センターは、法第七条第⼀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つたときは、遅滞な

く、その結果を別記様式第⼆号の⼆により農林⽔産⼤⾂に報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仮登録の申請に係る調査）

第七条の三  法第⼋条第⼀項（法第三⼗三条の⼆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調査は、次に掲げる事項
について、書⾯による調査⼜は法第六条第⼀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肥
料の⾒本の分析、鑑定及び試験により⾏う。
⼀ 申請書の記載事項の適否に関する事項
⼆ 主成分の含有量及び効果その他の品質に関する事項
三 名称の妥当性に関する事項
四 植物に対する有害性の有無に関する事項
２ センターは、法第⼋条第⼀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つたときは、遅滞な

く、その結果を別記様式第⼆号の三により農林⽔産⼤⾂に報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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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登録されている肥料の肥効試験）
第七条の四  法第九条第⼀項（法第三⼗三条の⼆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肥効試験は、申請書に記
載された栽培試験の成績の信頼性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仮登録されてい
る肥料の分析、鑑定及び試験により⾏う。
２ センターは、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る肥効試験を⾏つたときは、遅

滞なく、その結果を別記様式第⼆号の四により農林⽔産⼤⾂に報告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証及び仮登録証の交付の経由）
第七条の五  法第⼗条（法第三⼗三条の⼆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

含む。第⼗⼀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登録証⼜は仮登録証
の交付は、センターを経由して⾏うものとする。

(登録の有効期間が六年である普通肥料の種類）
第七条の六  法第⼗⼆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種類の普通肥料は、次のとおりと
する。
⼀  硫酸アンモニア、塩化アンモニア、硝酸アンモニア、硝酸アンモニア

ソーダ肥料、硝酸アンモニア⽯灰肥料、硝酸ソーダ、硝酸⽯灰、硝酸
苦⼟肥料、腐植酸アンモニア肥料、尿素、アセトアルデヒド縮合尿
素、イソブチルアルデヒド縮合尿素、硫酸グアニル尿素、オキサミ
ド、⽯灰窒素、グリオキサール縮合尿素、ホルムアルデヒド加⼯尿素
肥料、メチロール尿素重合肥料

⼆ 過りん酸⽯灰、重過りん酸⽯灰、りん酸苦⼟肥料、熔成りん肥、焼成り
ん肥、腐植酸りん肥、熔成けい酸りん肥、鉱さいりん酸肥料、加⼯鉱
さいりん酸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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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硫酸加⾥、塩化加⾥、硫酸加⾥苦⼟、重炭酸加⾥、腐植酸加⾥肥料、け
い酸加⾥肥料、粗製加⾥塩、加⼯苦汁加⾥肥料、被覆加⾥肥料（農林
⽔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液体けい酸加⾥肥料、熔成けい
酸加⾥肥料、副産加⾥肥料、混合加⾥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
ものに限る。）

四 ⿂かす粉末、⼲⿂肥料粉末、⿂節煮かす、甲殻類質肥料粉末、蒸製⿂鱗
及びその粉末、⾁かす粉末、⾁⾻粉、蒸製てい⾓粉、蒸製てい⾓⾻
粉、蒸製⽑粉、乾⾎及びその粉末、⽣⾻粉、蒸製⾻粉、蒸製鶏⾻粉、
蒸製⽪⾰粉、⼲蚕蛹粉末、蚕蛹油かす及びその粉末、絹紡蚕蛹くず、
とうもろこしはい芽及びその粉末、⼤⾖油かす及びその粉末、なたね
油かす及びその粉末、わたみ油かす及びその粉末、落花⽣油かす及び
その粉末、あまに油かす及びその粉末、ごま油かす及びその粉末、ひ
まし油かす及びその粉末、⽶ぬか油かす及びその粉末、その他の草本
性植物油かす及びその粉末、カポック油かす及びその粉末、とうもろ
こしはい芽油かす及びその粉末、たばこくず肥料粉末、⽢草かす粉
末、⾖腐かす乾燥肥料、えんじゆかす粉末、窒素質グアノ、加⼯家き
んふん肥料、とうもろこし浸漬液肥料、副産植物質肥料

五 熔成複合肥料、化成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配
合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

六 ⽣⽯灰、消⽯灰、炭酸カルシウム肥料、⾙化⽯肥料、副産⽯灰肥料、混
合⽯灰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

七 けい灰⽯肥料、鉱さいけい酸質肥料、軽量気泡コンクリート粉末肥料、
シリカゲル肥料、シリカヒドロゲル肥料

⼋ 硫酸苦⼟肥料、⽔酸化苦⼟肥料、酢酸苦⼟肥料、加⼯苦⼟肥料、腐植酸
苦⼟肥料、炭酸苦⼟肥料、リグニン苦⼟肥料、被覆苦⼟肥料（農林⽔
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副産苦⼟肥料（農林⽔産⼤⾂の指
定するものに限る。）、混合苦⼟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
に限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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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硫酸マンガン肥料、炭酸マンガン肥料、加⼯マンガン肥料、鉱さいマン
ガン肥料、混合マンガン肥料（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
る。）

⼗ ほう酸塩肥料、ほう酸肥料、熔成ほう素肥料、加⼯ほう素肥料
⼗⼀  熔成微量要素複合肥料、液体微量要素複合肥料、混合微量要素肥料

（農林⽔産⼤⾂の指定するものに限る。）

(登録又は仮登録の有効期間の更新の申請手続）
第⼋条  法第⼗⼆条第四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

を含む。）の規定により登録⼜は仮登録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
る者は、有効期間満了の三⼗⽇前までに別記様式第三号による申請書を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申請書であつて、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法第

⼗⼆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農林⽔産⼤⾂に提出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
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第九条 削除

(登録又は仮登録を受けた者の届出手続）
第⼗条  法第⼗三条第⼀項各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じた場合において、変更があつた
事項のすべてが登録証⼜は仮登録証の記載事項に該当しないときにおける
法第⼗三条第⼀項 （法第三⼗三条 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む。以下この項及び第⼗⼀条第⼆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
よる届出は別記様式第四号による変更届を、変更があつた事項のいずれか
が登録証⼜は仮登録証の記載事項に該当するときにおける法第⼗三条第⼀
項の規定による届出及び書替交付の申請は別記様式第五号による変更届及
び書替交付申請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法第⼗三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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む。第⼗⼀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届出並びに書替交
付及び交付の申請は、別記様式第六号による申請書を提出してしなけ
ればならない。

３ 法第⼗三条第三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る届出及び再交付の申請は、別記様式第七号による
再交付申請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法第⼗三条第四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む。第⼗⼀条第六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届出及び書替交付
の申請は、別記様式第⼋号による書替交付申請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
ばならない。

５ 第⼀項、第⼆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る書替交付申請書には、当該登録
証⼜は仮登録証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項の場合において、当
該申請が登録証⼜は仮登録証の汚損に係るときも、また同様とする。

６ 第⼀項から第四項までに規定する書⾯であつて、法第三⼗三条の⼆第六
項において準⽤する法第⼗三条第⼀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農林
⽔産⼤⾂に提出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登録又は仮登録の失効の届出）
第⼗条の⼆  法第⼗五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は、別記様式第⼋号の⼆による失効届を
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書⾯であつて、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法第⼗

五条第⼀項の規定により農林⽔産⼤⾂に提出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
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指定配合肥料の生産業者及び輸入業者の届出様式）
第⼗条の三  法第⼗六条の⼆第⼀項、第⼆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

は、別記様式第⼋号の三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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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証票の様式及び添付方法）

第⼗⼀条  法第⼗七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
合を含む。次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第⼆項⼜は第⼗⼋条
第⼀項の規定により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保証票の様式は、⽣産業者保証
票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九号 、輸⼊業者保証票 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
号、販売業者保証票 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号 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
い。
２ 法第⼗七条第⼀項若しくは第⼆項⼜は第⼗⼋条第⼀項の規定により保証

票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産した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につい
ては、法第四条第⼀項若しくは第⼆項、第五条若しくは第三⼗三条の
⼆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仮登録に係る当該事業場の名称及
び所在地（当該名称⼜は所在地を法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り変更
した場合は、変更後の名称及び所在地）若しくは法第⼗六条の⼆第⼀
項、第⼆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当該事業場の名称及
び所在地と同⼀の表記によるか⼜は当該事業場について⽣産業者（法
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者を含
む。）があらかじめ農林⽔産⼤⾂に届け出た名称及び所在地に係る略
称により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規定による略称の届出は、別記様式第⼗⼀号の⼆による届出書を
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法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
についての第⼆項の略称の届出については、第六条第⼆項の規定を準
⽤する。

５ 農林⽔産⼤⾂は、法第四条第⼀項第七号若しくは第⼆項の規定による都
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は法第⼗六条の⼆第⼀項若しく
は第⼆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知事への届出に係る指定配合肥料につ
いて第⼆項の規定による略称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当該届出に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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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項を当該普通肥料につき法第四条第⼀項第七号若しくは第⼆項の規
定による登録をした都道府県知事⼜は当該指定配合肥料につき法第⼗
六条の⼆第⼀項若しくは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けた都道府県知
事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６ 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について法第⼗七条第⼀項若しくは第
⼆項⼜は第⼗⼋条第⼀項の規定により保証票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
い肥料の種類及び名称、保証成分量、⽣産業者、輸⼊業者⼜は⽣産し
た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登録番号⼜は仮登録番号は、法第
⼗条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登録証⼜は仮登録証（法第⼗三条第⼀
項、第⼆項⼜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書替交付を受けたものを含む。）
に記載されたものと同⼀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７ 指定配合肥料について法第⼗七条第⼀項⼜は第⼗⼋条第⼀項の規定によ
り保証票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肥料の名称並びに⽣産業者⼜は輸
⼊業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は、法第⼗六条の⼆第⼀項、第⼆項⼜
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た事項と同⼀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８ 指定配合肥料について法第⼗七条第⼀項⼜は第⼗⼋条第⼀項の規定によ
り保証票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保証成分量については、次に定め
るところ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農林⽔産⼤⾂が別に定め
る場合にあつては、この限りでない。

⼀ 原料として使⽤した普通肥料において保証された主成分はすべて保証す
るものとし、当該主成分以外のものは保証してはならない。

⼆ 保証する主成分の保証成分量の数値は、原料として使⽤した普通肥料の
うち当該主成分を保証したものごとに当該主成分の保証成分量に当該
肥料の配合割合を乗じて得た値を合算した値の百分の⼋⼗以上（合算
した値が五未満の値の場合には百分の五⼗以上）で、かつ、合算した
値を超えない範囲内で定めるものとする。

三 第⼀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主成分についてその
保証成分量の数値がそれぞれ同表の中欄（家庭園芸⽤肥料にあつ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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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下欄）に掲げる量に満たない場合には、当該主成分を保証しては
ならない。
主成分 百分⽐
窒素、りん酸、加⾥  1  0.1
有効苦⼟  1  0.01
アルカリ分、有効けい酸 10 10
有効マンガン  0.1  0.001
有効ほう素  0.05  0.001

四 保証成分量に、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主成分ごとに、それぞれ同表の中
欄（家庭園芸⽤肥料にあつては、下欄）に掲げる量に満たない端数が
ある場合には、当該端数を切り捨てて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主成分 百分⽐
窒素、りん酸、加⾥  0.1  0.01
有効苦⼟  0.1  0.001
アルカリ分、有効けい酸  0.1  0.1
有効マンガン、有効ほう素  0.01  0.0001

９ 保証票は、容器⼜は包装を⽤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外部の⾒やすい
場所に、はり付け、縫い付け、針⾦、⿇⽷等で縛り付け、その他容器
⼜は包装から容易に離れない⽅法で付し、容器及び包装を⽤いない場
合にあつては、その⾒やすい場所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保証票の記載事項）

第⼗⼀条の⼆  法第⼗七条第⼀項第⼗⼆号（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
て準⽤する場合を含む。）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
項とする。
⼀ 農林⽔産⼤⾂の指定する普通肥料にあつては、原料の種類⼜は炭素窒素⽐
⼆ 農林⽔産⼤⾂の指定する材料が使⽤された普通肥料にあつては、その材

料の種類及び名称⼜は使⽤量のうち農林⽔産⼤⾂が定め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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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前項に掲げる事項の保証票への記載については、農林⽔産⼤⾂の定める
ところ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条及び第⼗三条 削除

(やむを得ない事由）

第⼗四条  法第⼗九条第⼆項の農林⽔産省令で定めるやむを得ない事由は、
左の各号に掲げる場合とする。
⼀ 吸湿、⾵化等の肥料の本質に基いて変質した場合
⼆ ⽕災、⾬もり、⽣産設備の故障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事故により変質し

た場合
三 荷粉⼜は容器の破損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故により異物が混⼊した場合

(農林水産大臣の許可する事故肥料）

第⼗五条  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り農林⽔産⼤⾂が譲渡を許可する事
故肥料は、法第四条第⼀項第⼀号から第三号まで若しくは第六号若しくは
同条第三項本⽂、第五条若しく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り農林
⽔産⼤⾂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は法第⼗六条の⼆第⼀
項の規定による農林⽔産⼤⾂への届出に係る指定配合肥料であつて⽣産業
者⼜は輸⼊業者の所有しているものとする。

(事故肥料譲渡許可の申請）

第⼗六条  前条に掲げる肥料について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り許可を
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記載した事故肥料譲渡許可申請書を農林
⽔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

務所の所在地）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は指定配合肥料の場合には肥料の

名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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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肥料の所在地
四 事故肥料発⽣前の肥料の数量及び保証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に

掲げる肥料にあつては、事故肥料発⽣前の肥料の数量及び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分の最⼤量）

五 譲渡しようとする肥料の数量及び含有主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
に掲げる肥料にあつては、譲渡しようとする肥料の数量及び有害成分
の含有量）

六 事故の概要
２  前項及び肥料取締法施⾏令（昭和⼆⼗五年政令第百九⼗⼋号。以下

「令」という。）第三条の規定により提出すべき事故肥料譲渡許可申
請書の様式は、別記様式第⼗⼆号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項の場合には、第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事故肥料譲渡許可証）

第⼗七条  農林⽔産⼤⾂は、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したとき
は、当該許可を受けた者に対し、次の事項を記載した事故肥料譲渡許可証
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 許可番号及び許可年⽉⽇
⼆ ⽒名⼜は名称及び住所
三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は指定配合肥料の場合には肥料の

名称）
四 譲渡許可数量

(事故肥料成分票の添付命令）

第⼗⼋条 農林⽔産⼤⾂は、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とき
は、申請者に対し、当該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容器及び包装を
⽤いないものにあつては、各荷⼝⼜は各個。以下同じ。）に次の事項
を記載した事故肥料成分票を付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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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故肥料成分票という⽂字
⼆ 肥料の名称
三 含有主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に掲げる普通肥料にあつては、法

第⼗七条第⼀項第三号の農林⽔産⼤⾂が定める主要な成分の含有量）
四 事故肥料成分票を付した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五 許可番号及び許可年⽉⽇

(事故肥料成分票の様式）

第⼗九条  前条及び令第五条第⼀項の規定により付すべき事故肥料成分票の
様式は、別記様式第⼗三号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条の事故肥料成分票には、他の事項⼜は虚偽の記載をしてはならない。

(表示命令）

第⼗九条の⼆  農林⽔産⼤⾂の定める普通肥料（法第四条第⼀項第七号若し
くは同条第⼆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若しく
は法第⼗六条の⼆第⼀項若しくは第⼆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知事への届
出に係る指定配合肥料⼜は法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
く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を除く。）の⽣産業者⼜は輸⼊業者は、当該
普通肥料を⽣産し、⼜は輸⼊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容器⼜は包装の
外部に農林⽔産⼤⾂の定める表⽰事項を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農林⽔産⼤⾂の定める普通肥料であつて法第三⼗三条の⼆第⼀項

の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ものの輸⼊業者は、当該肥料の
容器若しくは包装を変更したとき、⼜は容器若しくは包装のない当該
肥料を容器に⼊れ、若しくは包装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容器⼜
は包装の外部に前項の農林⽔産⼤⾂の定める表⽰事項を表⽰しなけれ
ばならない。当該表⽰事項が表⽰されていないか、⼜は当該表⽰事項
が不明となつた当該肥料を輸⼊したとき、及び輸⼊した当該肥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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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所有⼜は管理に属している間に、当該表⽰事項が不明となつたと
きも、同様とする。

(特殊肥料生産業者及び輸入業者の届出様式）
第⼆⼗条  法第⼆⼗⼆条第⼀項⼜は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別記様式第

⼗四号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販売業務の届出様式）
第⼆⼗⼀条  法第⼆⼗三条第⼀項⼜は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別記様式

第⼗五号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条及び第⼆⼗三条 削除

(普通肥料の生産数量等の報告義務）

第⼆⼗四条  法第四条第⼀項第⼀号から第三号まで若しくは第六号若しくは
第五条の規定により農林⽔産⼤⾂の登録若しく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
⼜は法第⼗六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農林⽔産⼤⾂への届出に係る指定
配合肥料の⽣産業者は、毎年⼆⽉末⽇までに、当該普通肥料の銘柄別に前
年における⽣産数量及び販売数量を、当該普通肥料（登録を受けたものに
限る。）の種類別に前年において当該普通肥料の⽣産に使⽤した原料及び
材料並びに当該普通肥料に混⼊した異物の種類及び数量を農林⽔産⼤⾂に
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普通肥料の輸入数量等の報告義務）

第⼆⼗五条  普通肥料の輸⼊業者は、毎年⼆⽉末⽇までに、普通肥料の銘柄
別に、前年における輸⼊数量及び販売数量を農林⽔産⼤⾂に報告しなけれ
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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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の証明書）

第⼆⼗六条  法第三⼗条第六項（法第三⼗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職員の証明書は、別記様式第⼗六号とする。
２ 法第三⼗条の⼆第四項において準⽤する法第三⼗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

センターの職員の証明書は、別記様式第⼗六号の⼆とする。

(報告）

第⼆⼗七条  法第三⼗条の⼆第三項（法第三⼗三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
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報告は、遅滞なく、別記様式第⼗六号の
三による報告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内管理人の届出様式）
第⼆⼗⼋条  法第三⼗三条の⼆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別記様式第⼗七

号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届出には、第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登録外国生産業者の通知手続）

第⼆⼗九条  法第三⼗三条の⼆第四項の規定による国内管理⼈への通知は、
毎年⼀⽉⼆⼗⽇までに、その年の前年分について、別記様式第⼗⼋号によ
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内管理人の報告義務）

第三⼗条  国内管理⼈は、前条の規定により通知を受けた事項を取りまと
め、毎年⼆⽉末⽇までに、登録外国⽣産業者の法第三⼗三条の⼆第⼀項の
規定による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の銘柄別に、前年における⽣
産数量及び販売数量（本邦に輸出されるものに限る。）を農林⽔産⼤⾂に
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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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前項の報告には、第六条第⼆項の規定を準⽤する。

(外国生産肥料の輸入業者の届出様式）
第三⼗⼀条  法第三⼗三条の四第⼀項⼜は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別記

様式第⼗九号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法の適用の除外）

第三⼗⼆条  法第三⼗五条第⼀項の規定により法を適⽤しない肥料は、当該
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にその種類及び輸出⽤、⼯業⽤⼜は飼料⽤に供
する旨を表⽰したものに限る。

(権限の委任）

第三⼗三条  法第⼆⼗⼆条の三第⼀項に規定する農林⽔産⼤⾂の権限で、そ
の⽣産する事業場の所在地が⼀の地⽅農政局の管轄区域内のみにある⽣産
業者、輸⼊の場所が⼀の地⽅農政局の管轄区域内のみにある輸⼊業者⼜は
販売業務を⾏う事業場が⼀の地⽅農政局の管轄区域内のみにある販売業者
に関するものは、当該地⽅農政局⻑に委任する。ただし、農林⽔産⼤⾂が
⾃らその権限を⾏うことを妨げない。
２ 法第⼆⼗九条第⼀項に規定する報告の徴収に関する農林⽔産⼤⾂の権限

（法第⼆⼗⼆条の三第⼀項の規定の施⾏に関し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
に限る。）は、⽣産業者⼜は輸⼊業者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管轄
する地⽅農政局⻑に委任する。ただし、農林⽔産⼤⾂が⾃らその権限
を⾏うことを妨げない。

３ 法第⼆⼗九条第⼆項に規定する報告の徴収に関する農林⽔産⼤⾂の権限
（法第⼆⼗⼆条の三第⼀項の規定の施⾏に関し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
限る。）は、販売業者の主たる事務所を管轄する地⽅農政局⻑に委任す
る。ただし、農林⽔産⼤⾂が⾃らその権限を⾏うことを妨げない。

４  法第三⼗条第⼀項に規定する⽴⼊検査等に関する農林⽔産⼤⾂の権限



336

（法第⼆⼗⼆条の三第⼀項の規定の施⾏に関し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
に限る。）は、⽣産業者⼜は輸⼊業者の事業場、倉庫その他肥料の⽣
産、輸⼊、販売⼜は保管の業務に関係がある場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
地⽅農政局⻑に委任する。ただし、農林⽔産⼤⾂が⾃らその権限を⾏
うことを妨げない。

５  法第三⼗条第⼆項に規定する⽴⼊検査等に関する農林⽔産⼤⾂の権限
（法第⼆⼗⼆条の三第⼀項の規定の施⾏に関し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
に限る。）は、販売業者の事業場、倉庫その他肥料の販売の業務に関
係がある場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農政局⻑に委任する。ただし、
農林⽔産⼤⾂が⾃らその権限を⾏うことを妨げない。

６ 法第三⼗五条第⼆項の規定による農林⽔産⼤⾂の権限は、地⽅農政局⻑
に委任する。

(提出書類の通数等）

第三⼗四条  第⼀条の三⼜は第⼋条第⼀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第⼗条第⼀
項から第四項まで⼜は第⼗条の⼆第⼀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る書⾯、第⼗
条の三の規定による届出書、第⼗⼀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書、第⼗六
条第⼀項⼜は令第三条の規定による申請書、第⼆⼗条⼜は第⼆⼗⼀条の規
定による届出書、第⼆⼗四条第⼀項⼜は第⼆⼗五条第⼀項の規定による報
告書、第⼆⼗⼋条第⼀項の規定による届出書、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
る報告書及び第三⼗⼀条の規定による届出書は、正副各⼀通を提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２ 第七条の⼆第⼆項、第七条の三第⼆項、第七条の四第⼆項及び第⼆⼗七

条の規定による報告書は、⼀通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項に掲げる書⾯には、当該書⾯を提出する者が法⼈であるときにあつ

ては、その代表者の⽒名をその名称とともに併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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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平成２６年９月１日 農林水産省令第４７号）
この省令は、平成２６年１０⽉１⽇から施⾏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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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取締法施⾏令第⼀条の⼆の表（以下
「表」という。）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
料（動植物質のものに限る。以下同じ。）
を除く。）の項の(2)の農林⽔産⼤⾂の指
定する有効⽯灰

可溶性⽯灰

表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
のに限る。以下同じ。）を除く。）の項の
(2)のアルカリ分である農林⽔産⼤⾂の指
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

表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
のに限る。以下同じ。）を除く。）の項の
(2)の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けい酸

可溶性けい酸、⽔溶性けい
酸

表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
のに限る。以下同じ。）を除く。）の項の
(2)のアルカリ分でない農林⽔産⼤⾂の指
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表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 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

4. 肥料取締法施行令第一条の二の規定に基づき農林水産大臣の指定する有効
石灰等を指定する件

   昭和59年 3⽉16⽇ 農林⽔産省告⽰第 695号 施⾏ 昭和59年 4⽉ 1⽇
改正 昭和61年 2⽉22⽇ 農林⽔産省告⽰第 285号 施⾏ 昭和61年 3⽉25⽇
   昭和61年12⽉25⽇ 農林⽔産省告⽰第2051号 施⾏ 昭和62年 1⽉25⽇
   平成 2年12⽉ 5⽇ 農林⽔産省告⽰第1532号 施⾏ 平成 3年 1⽉ 5⽇
   平成 7年12⽉12⽇ 農林⽔産省告⽰第1984号 施⾏ 平成 8年 1⽉12⽇
   平成11年 5⽉13⽇ 農林⽔産省告⽰第 704号 施⾏ 平成11年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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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に限る。以下同じ。）を除く。）の項の
(2)の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
ン

ンガン、⽔溶性マンガン

表の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
のに限る。以下同じ。）を除く。）の項の
(2)の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

く溶性ほう素、⽔溶性ほう
素

表のりん酸質肥料（有機質肥料を除く。）の
項の(1)の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り
ん酸

く溶性りん酸、可溶性りん
酸、⽔溶性りん酸

表の加⾥質肥料（有機質肥料を除く。）の項
の(1)の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加⾥

く溶性加⾥、⽔溶性加⾥

表の⽯灰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の
指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表の⽯灰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の
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
ンガン、⽔溶性マンガン

表の⽯灰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の
指定する有効ほう素

く溶性ほう素、⽔溶性ほう
素

表のけい酸質肥料 の項の(1)及び(2)の農林
⽔産⼤⾂の指定する有効けい酸

可溶性けい酸、⽔溶性けい
酸

表のけい酸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表のけい酸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
ンガン、⽔溶性マンガン

表のけい酸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

く溶性ほう素、⽔溶性ほう
素

表の苦⼟肥料の項の農林⽔産⼤⾂の指定する
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表のマンガン 質肥料の項の(1)及び(2)の農
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
ンガン、⽔溶性マンガン

表のマンガン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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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のほう素質肥料 の項の(1)及び(2)の農林
⽔産⼤⾂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

く溶性ほう素、⽔溶性ほう
素

表のほう素質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表の微量要素複合肥料 の項の(1)及び(2)の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可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
ンガン、⽔溶性マンガン

表の微量要素複合肥料 の項の(1)及び(2)の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

く溶性ほう素、⽔溶性ほう
素

表の微量要素複合肥料の項の(2)の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苦⼟

可溶性苦⼟、く溶性苦⼟、
⽔溶性苦⼟

備考  前表中可溶性⽯灰、可溶性苦⼟及び可溶性マンガンとは、それぞれ２
分の１モル毎リットルの塩酸に溶ける⽯灰、苦⼟及びマンガンをいい、可
溶性けい酸とは、シリカゲルに由来するものにあっては ２分の１モル毎
リットルの⽔酸化ナトリウムに溶けるけい酸を、その他の原料に由来する
ものにあっては２分の１モル毎リットルの塩酸に溶けるけい酸をいい、く
溶性苦⼟、く溶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く溶性りん酸及びく溶性加⾥
とは、それぞれ２パーセントのくえん酸液に溶ける苦⼟、マンガン、ほう
素、りん酸及び加⾥をいい、可溶性りん酸とは、ペーテルマン⽒くえん酸
アンモニアに溶けるりん酸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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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肥料取締法施行令第六条の規定に基づき尿素を含有する肥料等につき農林

水産大臣が定める種類を定める件

   昭和59年 3⽉16⽇ 農林⽔産省告⽰第 696号 施⾏ 昭和59年 4⽉ 1⽇
改正 昭和61年 2⽉22⽇ 農林⽔産省告⽰第 286号 施⾏ 昭和61年 3⽉25⽇
   平成13年 5⽉10⽇ 農林⽔産省告⽰第 637号 施⾏ 平成13年 5⽉10⽇
   平成16年 4⽉23⽇ 農林⽔産省告⽰第 972号 施⾏ 平成16年 5⽉25⽇

区分 農林⽔産⼤⾂が定める種類
⼀  肥料取締法施⾏令（以下「令」とい
う。）第七条第三号の尿素を含有する肥料
（複合肥料を除く。）に係るもの

混合窒素肥料

⼆  令第七条第六号の複合肥料に係るもの肥
料及び家庭園芸⽤複合肥料

化成肥料、配合肥料、被覆
複合肥料、液状複合

三 令第七条第七号の⽯灰質肥料に係るもの 炭酸カルシウム肥料
四  令第七条第⼋号の微量要素複合肥料に係
るもの

混合微量要素肥料及び液体
微量要素複合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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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昭和25年 6月20日 政令第198号

改正 昭和29年5⽉18⽇ 政令第104号
昭和31年10⽉ 1⽇ 政令第308号
昭和35年11⽉14⽇ 政令第286号
昭和36年10⽉30⽇ 政令第332号
昭和37年12⽉25⽇ 政令第457号
昭和38年11⽉30⽇ 政令第371号
昭和39年11⽉17⽇ 政令第351号
昭和40年11⽉ 1⽇ 政令第345号
昭和47年11⽉ 1⽇ 政令第393号
昭和53年 7⽉ 5⽇ 政令第282号
昭和53年10⽉17⽇ 政令第353号
昭和59年 1⽉31⽇ 政令第 5号
昭和62年 3⽉25⽇ 政令第 60号
平成元年 3⽉22⽇ 政令第 58号
平成 3年 3⽉19⽇ 政令第 40号
平成 6年 3⽉24⽇ 政令第 73号
平成 9年 3⽉26⽇ 政令第 76号
平成12年 3⽉24⽇ 政令第 96号
平成12年 6⽉ 7⽇ 政令第310号
平成12年 8⽉ 4⽇ 政令第404号
平成15年 6⽉20⽇ 政令第269号
平成16年 3⽉17⽇ 政令第 37号
平成18年 3⽉23⽇ 政令第 51号 



343

種別 主要な成分
三
要
素
系
肥
料

窒素質肥料（有機質
肥料（動植物質の
ものに限る。以下
同 じ 。 ） を 除
く。）

(1) 窒素（窒素全量、アンモニア性窒素⼜は
硝酸性窒素をいう。以下同じ。） 

(2)  窒素及びアルカリ分等（アルカリ分（農
林⽔産⼤⾂の指定する有効⽯灰⼜は農林⽔産
⼤⾂の指定する有効⽯灰及び有効苦⼟をい
う。以下同じ。）⼜は農林⽔産⼤⾂の指定す
る有効けい酸、有効苦⼟、有効マンガン若し
くは有効ほう素をいう。以下同じ。） 

りん酸質肥料（有機
質肥料を除く。）

(1) りん酸（りん酸全量⼜は農林⽔産⼤⾂の
指定する有効りん酸をいう。以下同じ。） 

(2) りん酸及びアルカリ分等 
加⾥質肥料（有機質

肥料を除く。）
(1) 加⾥（加⾥全量⼜は農林⽔産⼤⾂の指定

する有効加⾥をいう。以下同じ。） 
(2) 加⾥及びアルカリ分等 

有機質肥料 窒素、りん酸⼜は加⾥
複合肥料 (1) 窒素、りん酸及び加⾥ 

(2) 窒素及びりん酸 
(3) 窒素及び加⾥ 
(4) りん酸及び加⾥ 
(5) 窒素、りん酸及び加⾥並びにアルカリ分等 
(6) 窒素及びりん酸並びにアルカリ分等 

(法の施行期日）

第⼀条  肥料取締法（以下「法」という。）の施⾏の期⽇は、昭和⼆⼗五年
六⽉⼆⼗⽇とする。

(主成分の指定）

第⼀条の⼆ 法第⼆条第三項の政令で定める主要な成分は、次のとおり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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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別 主要な成分
(7) 窒素及び加⾥並びにアルカリ分等 
(8) りん酸及び加⾥並びにアルカリ分等 

そ
の
他
の
肥
料

⽯灰質肥料 (1) アルカリ分 
(2) アルカリ分及び農林⽔産⼤⾂の指定する

有効苦⼟、有効マンガン⼜は有効ほう素 
けい酸質肥料 (1)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けい酸 

(2)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けい酸及び
アルカリ分⼜は農林⽔産⼤⾂ の指定する有
効苦⼟、有効マンガン若しくは有効ほう素 

苦⼟肥料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苦⼟
マンガン質肥料 (1)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2)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及
び有効苦⼟ 

ほう素質肥料 (1)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 
(2)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ほう素及び

有効苦⼟ 
微量要素複合肥料 (1)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及

び有効ほう素 
(2) 農林⽔産⼤⾂の指定する有効マンガン、

有効ほう素及び有効苦⼟ 

(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る普通肥料の生産業者）

第⼀条の三  法第四条第⼆項の政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で都道府県
の区域を超えない区域を地区とするものとする。
⼀ 農業協同組合連合会
⼆ 地区たばこ耕作組合
三 たばこ耕作組合連合会



345

(手数料）

第⼀条の四  法第六条第⼆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
合を含む。）の政令で定める⼿数料の額は、⼆万千百円（⾏政⼿続等にお
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に関する法律（平成⼗四年法律第百五⼗⼀号。
次項において「情報通信技術利⽤法」という。）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
り同項に規定する電⼦情報処理組織を使⽤して申請する場合にあつては、
⼀万九千三百円）とする。
２ 法第⼗⼆条第五項（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

む。）の政令で定める⼿数料の額は、⼋千百円（情報通信技術利⽤法
第三条第⼀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電⼦情報処理組織を使⽤し
て申請する場合にあつては、六千四百円）とする。

(都道府県知事の許可する事故肥料）

第⼆条  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譲渡を許可する事故
肥料は、次に掲げる肥料とする。
⼀ 法第四条第⼀項第七号⼜は同条第⼆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登録

を受けた普通肥料
⼆ 法第四条第⼀項第⼀号から第三号まで若しくは第六号若しくは同条第三

項本⽂、第五条⼜は第三⼗三条の⼆第⼀項の規定により農林⽔産⼤⾂
の登録⼜は仮登録を受けた普通肥料であつて販売業者の所有するもの

三 法第⼗六条の⼆第⼀項⼜は第⼆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知事への届出に
係る指定配合肥料

四 法第⼗六条の⼆第⼀項の規定による農林⽔産⼤⾂への届出に係る指定配
合肥料であつて販売業者の所有するもの

(事故肥料の譲渡許可の申請）

第三条  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り前条の肥料の譲渡の許可を受け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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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記載した事故肥料譲渡許可申請書を当該肥料の所
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名及び住所（法⼈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の⽒名及び主たる事

務所の所在地）
⼆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は指定配合肥料の場合には肥料の

名称）
三 肥料の所在地
四 事故肥料発⽣前の肥料の数量及び保証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に

掲げる肥料にあつては、事故肥料発⽣前の肥料の数量及び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分の最⼤量）

五 譲渡しようとする肥料の数量及び含有主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
に掲げる肥料にあつては、譲渡しようとする肥料の数量及び有害成分
の含有量）

六 事故の概要

(事故肥料譲渡許可証）

第四条  都道府県知事は、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り肥料の譲渡を許可
したときは、当該許可を受けた者に対し、次の事項を記載した事故肥料譲
渡許可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許可番号及び許可年⽉⽇
⼆ ⽒名⼜は名称及び住所
三 肥料の種類及び名称（仮登録の場合⼜は指定配合肥料の場合には肥料の

名称）
四 譲渡許可数量

(事故肥料成分票の添付命令）

第五条  都道府県知事は、法第⼗九条第⼆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に際し
て、申請者に対し、当該肥料の容器⼜は包装の外部（容器及び包装を⽤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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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いものにあつては、各荷⼝⼜は各個）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事故肥料成
分票を付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事故肥料成分票という⽂字
⼆ 肥料の名称
三 含有主成分量（法第四条第⼀項第三号に掲げる普通肥料にあつては、法

第⼗七条第⼀項第三号の農林⽔産⼤⾂が定める主要な成分の含有量）
四 事故肥料成分票を付した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五 許可の年⽉⽇及び許可番号
２ 前項の事故肥料成分票の様式は、農林⽔産省令で定める。

(表示の基準を定めるべき特殊肥料）

第六条  法第⼆⼗⼆条の⼆第⼀項の政令で定める種類の特殊肥料は、次に掲
げるものとする。
⼀ たい肥（汚泥⼜は⿂介類の臓器を原料として⽣産されるものを除く。）
⼆ 動物の排せつ物

(異物の混入が認められる普通肥料の種類）

第七条  法第⼆⼗五条ただし書（法第三⼗三条の⼆第六項において準⽤する
場合を含む。）の政令で定める種類の普通肥料は、次のとおりとする。
⼀ 尿素
⼆ ⽯灰窒素
三 尿素を含有する肥料（複合肥料を除く。）であつて、農林⽔産⼤⾂が定

める種類のもの
四 過りん酸⽯灰
五 重過りん酸⽯灰
六 複合肥料であつて、農林⽔産⼤⾂が定める種類のもの
七 ⽯灰質肥料であつて、農林⽔産⼤⾂が定める種類のもの
⼋ 微量要素複合肥料であつて、農林⽔産⼤⾂が定める種類の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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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主要な成分
下⽔汚泥肥料、
し尿汚泥肥料、
⼯業汚泥肥料、
混合汚泥肥料、
焼成汚泥肥料、
汚泥発酵肥料、

⽔産副産物発酵肥料

１ 窒素全量
２ りん酸全量
３ 加⾥全量
４ 銅全量（１キログラム当たり300ミリグラ

ム以上含有する場合に限る。）
５ 亜鉛全量（１キログラム当たり900ミリグ

ラム以上含有する場合に限る。）
６ ⽯灰全量（１キログラム当たり150グラム

以上含有する場合に限る。）
硫⻩及びその化合物 硫⻩分全量

7. 肥料取締法第十七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基づき、肥料取締法第四条第一

項第三号に掲げる普通肥料の保証票にその含有量を記載する主要な成分を

定める件

平成12年 1⽉27⽇ 農林⽔産省告⽰第 96号 施⾏ 平成12年10⽉ 1⽇
改正 平成13年 3⽉15⽇ 農林⽔産省告⽰第 337号 施⾏ 平成13年 4⽉ 1⽇ 

附⼀  主要な成分の含有量の定量⽅法及び量の算出は、独⽴⾏政法⼈農業環
境技術研究所が定める肥料分析法によるものとする。ただし、硫⻩分全量
については、硫⻩燃焼法、塩化バリウム法等により試料中の三酸化硫⻩
（ＳＯ３）を定量し、これの試料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とする。

 ⼆ 窒素全量、りん酸全量⼜は加⾥全量については、0.5％未満である場合
には、「0.5％未満」と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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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肥料取締法に基づき普通肥料の公定規格を定める等の件

   昭和61年 2⽉22⽇ 農林⽔産省告⽰第 284号 施⾏ 昭和61年 3⽉25⽇
          この間１５回改正
改正 平成12年 1⽉27⽇ 農林⽔産省告⽰第 91号 施⾏ 平成12年 2⽉28⽇
   平成12年 8⽉31⽇ 農林⽔産省告⽰第1161号 施⾏ 平成12年10⽉ 1⽇
   平成12年11⽉22⽇ 農林⽔産省告⽰第1431号 施⾏ 平成13年 1⽉ 6⽇
   平成13年 3⽉15⽇ 農林⽔産省告⽰第 337号 施⾏ 平成13年 4⽉ 1⽇
   平成13年 5⽉10⽇ 農林⽔産省告⽰第 640号 施⾏ 平成13年 6⽉10⽇
   平成14年 3⽉ 8⽇ 農林⽔産省告⽰第 638号 施⾏ 平成14年 4⽉10⽇
   平成15年 2⽉ 7⽇ 農林⽔産省告⽰第 122号 施⾏ 平成15年 3⽉10⽇
   平成16年 1⽉15⽇ 農林⽔産省告⽰第 71号 施⾏ 平成16年 5⽉ 1⽇
   平成16年 4⽉23⽇ 農林⽔産省告⽰第 971号 施⾏ 平成16年 5⽉25⽇
   平成17年 2⽉ 7⽇ 農林⽔産省告⽰第 254号 施⾏ 平成17年 3⽉ 9⽇
   平成18年 3⽉ 1⽇ 農林⽔産省告⽰第 218号 施⾏ 平成18年 4⽉ 1⽇
   平成19年 4⽉10⽇ 農林⽔産省告⽰第 486号 施⾏ 平成19年 5⽉10⽇
   平成20年 2⽉29⽇ 農林⽔産省告⽰第 320号 施⾏ 平成20年 4⽉ 1⽇
   平成22年 4⽉ 9⽇ 農林⽔産省告⽰第 320号 施⾏ 平成22年 5⽉10⽇
   平成24年 8⽉ 8⽇ 農林⽔産省告⽰第1985号 施⾏ 平成24年 9⽉ 7⽇
   平成25年12⽉ 5⽇ 農林⽔産省告⽰第2939号 施⾏ 平成26年 1⽉ 4⽇
   平成26年 9⽉ 1⽇ 農林⽔産省告⽰第1146号 施⾏ 平成26年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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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硫酸アンモニア アンモニア性窒素 
20.5 

アンモニア 性窒素
の含有率1.0％に
つき
硫⻘酸化物 0.01
ひ素 0.004
ス ル フ ァ ミ ン 酸 
0.01 

塩化アンモニア アンモニア性窒素 
25.0 

硝酸アンモニア アンモニア性窒素 
16.0
硝酸性窒素 16.0 

硝酸アンモニア
ソーダ肥料 

⼀  アンモニア性
窒素 9.0
硝酸性窒素 9.0
⼆  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
素のほかく溶性ほ
う素⼜は⽔溶性ほ
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のほ
か
く溶性ほう素につ
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
いては 0.05 

アンモニア 性窒素
及び硝酸性窒素 の
合 計 量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硝酸アンモニア ⼀  アンモニア性

⼀ 窒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のに限る。）を除く。）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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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灰肥料 窒素 10.0
硝酸性窒素 10.0
⼆  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
素のほかアルカリ
分⼜はく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
げるもののほか
アルカリ分につい
ては 10.0
く溶性苦⼟につい
ては 1.0 

硝酸ソーダ 硝酸性窒素 15.5 
硝酸⽯灰 硝酸性窒素 10.0 硝酸性窒素 の含有

率1.0％につき
亜硝酸 0.04 

硝酸苦⼟肥料 硝酸性窒素 10.0
⽔溶性苦⼟ 15.0 

硝酸性窒素 の含有
率1.0％につき
亜硝酸 0.04 

腐植酸アンモニ
ア肥料
（⽯炭⼜は亜炭
を硝酸⼜は硫酸
で分解し、アン
モニアを加えた
ものをいう。）  
 

アンモニア性窒素 
4.0 

アンモニア 性窒素
の含有率1.0％に
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 3.5％の塩酸に溶けない
もののうち、1％の⽔酸化
ナトリウム液に溶けるもの
が当該肥料に50％以上含有
されること。
⼆ 硫酸塩は、10％以下で
あること。 

尿素 窒素全量 43.0 窒素全量の含有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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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1.0％につき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アセトアルデヒ
ド縮合尿素
（2-オキソ-4-メ
チル-6-ウレイド
ヘキサヒドロピ
リ ミ ジ ン を い
う。） 

窒素全量 28.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尿素性窒素は、3.0％以下
であること。 

イソブチルアル
デヒド縮合尿素
（イソブチリデ
ンジウレアをい
う。） 

窒素全量 28.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尿素性窒素は、3.0％以下
であること。

硫酸グアニル尿
素 

窒素全量 32.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  ジシアンジアミド性窒
素は、窒素全量の10.0％以
下であること。
⼆  グアニジン性窒素は、
窒素全量の5.0％以下であ
ること。

オキサミド 窒素全量 30.0 

⽯灰窒素 窒素全量 19.0
アルカリ分 50.0 

ジシアンジアミド性窒素
は、窒素全量の20.0％以下
であること。   

グリオキサール
縮合尿素

窒素全量 38.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尿素性窒素は、3.0％以下
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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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テトラヒドロ
イ ミ ダ ゾ - 4 ･
5-d)イミダゾー
ル - 2 ･ 5 ( 1 H ･
3H)-ジオンをい
う。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ホルムアルデヒ
ド加⼯尿素肥料
（尿素にホルム
アルデヒドを加
え た も の を い
う。） 

⼀  窒素全量 
35.0
⼆  窒素全量のほ
か⽔溶性ほう素を
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に掲げ
るもののほか
  ⽔溶性ほう素 
0.05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  ⽔に溶ける窒素が窒素
全量の50％以上のものにあ
つては、尿素性窒素は20％
以下であること。
⼆  ⼀以外のものにあつて
は、窒素の活性係数が40％
以上であること。 

メチロール尿素
重合肥料
（尿素にホルム
アルデヒドを加
えて⽣成したメ
チロール尿素縮
合物を重合した
ものをいう。）  
 

窒素全量 25.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ビウレット 性窒素 
0.02 

⼀  500マイクロメートル
の網ふるいを全通するこ
と。
⼆  熱⽔で溶出する窒素の
量は窒素全量の4％以上1
6％以下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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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成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被覆窒素肥料
（窒素質肥料
を硫⻩その他
の被覆原料で
被覆したもの
をいう。）   

⼀  窒素全量、アンモ
ニ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の合
計量のいずれか⼀につ
いて 10.0
⼆１  アンモニア性窒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２  硝酸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苦⼟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四  ⽔溶性マンガン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溶性マンガン 0.10
五  ⽔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窒素全量、アンモニ
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素
の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硫⻘酸化物 0.01
ひ素 0.004
亜硝酸 0.04
ビウレット性窒素 
0.02
ス ル フ ァ ミ ン 酸 
0.01 

⼀ 窒素は、⽔溶性であ
ること。
⼆ 窒素の初期溶出率は
50％以下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
と す る 場 合 に あ つ て
は、肥料取締法施⾏規
則（昭和⼆⼗五年農林
省令第六⼗四号。以下
「規則」という。）第
⼀条第⼀号ホに規定す
るところにより⽜、め
ん⽺、⼭⽺及び⿅によ
る⽜由来の原料を原料
として⽣産された肥料
の摂取に起因して⽣ず
るこれらの家畜の伝達
性海綿状脳症の発⽣を
予 防 す る た め の 措 置
（以下「管理措置」と
いう。）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副産窒素肥料
（次に掲げる
肥料をいう。
⼀  ⾷品⼯業
⼜は化学⼯業
において副産
されたもの

⼀  窒素全量、アンモ
ニ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の合
計量のいずれか⼀につ
いて 7.0
⼆１  アンモニア性窒

窒素全量、アンモニ
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素
の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硫⻘酸化物 0.01

⼀ 植害試験の調査を受
け害が認められないも
のであること。
⼆ ⽜由来の原料を原料
と す る 場 合 に あ つ て
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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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成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  ⽯炭、⽯
油その他の燃
料の燃焼ガス
の脱硫処理⼜
は脱硝処理に
伴い副産され
たもの）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２  硝酸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苦⼟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5.0
四  ⽔溶性マンガン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溶性マンガン 1.0 

ひ素 0.004
亜硝酸 0.04
ビウレット性窒素 
0.02
ス ル フ ァ ミ ン 酸 
0.01 

三 ⽜の部位（⽜由来の
原料のうち、⾁（⾷⽤
に供された後に、⼜は
⾷⽤に供されずに肥料
の原料として使⽤され
る ⾷ 品 で あ る ⾁ に 限
る。）、⾻（⾷⽤に供
された後に、⼜は⾷⽤
に供されずに肥料の原
料として使⽤される⾷
品 で あ る ⾻ に 限 る
。）、⽪、⽑、⾓、蹄
(てい)及び臓器（⾷⽤
に供された後に、⼜は
⾷⽤に供されずに肥料
の原料として使⽤され
る⾷品である臓器に限
る。）以外のものをい
う。以下同じ。）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齢が三⼗⽉
以下の⽜（出⽣の年⽉
⽇から起算して三⼗⽉
を経過した⽇までのも
の を い う 。 ） を 除
く。）の脊柱（背根神
経節を含み、頸(けい)
椎 横 突 起 、 胸 椎 横 突
起、腰椎横突起、頸(け
い)椎棘(きよく)突起、
胸椎棘(きよく)突起、



356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成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腰椎棘(きよく)突起、
仙⾻翼、正中仙⾻稜(り
よ う ) 及 び 尾 椎 を 除
く 。 ） 及 び と 畜 場 法
（昭和⼆⼗⼋年法律第
百⼗四号）第⼗四条の
検査を経ていない⽜の
部位（以下「脊柱等」
という。）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れた
ものであること。

液体副産窒素
肥料
（⾮鉄⾦属製
造業⼜は化学
⼯業において
副産されたも
のをいう。）  
 

⼀  窒素全量、アンモ
ニ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の合
計量のいずれか⼀につ
いて 5.0
⼆１  アンモニア性窒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２  硝酸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窒素全量、アンモニ
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素
の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硫⻘酸化物 0.01
ひ素 0.004
亜硝酸 0.04
ビウレット性窒素 
0.02
ス ル フ ァ ミ ン 酸 
0.01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
害が認められないもの
であること。 

液状窒素肥料 ⼀  窒素全量、アンモ
ニ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の合
計量のいずれか⼀につ
いて 5.0

窒素全量、アンモニ
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素
の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  窒素は、窒素質肥
料、チオ硫酸アンモニ
ウム、トリアゾン⼜は
シアナミドに由来する
ものであること。
⼆ チオ硫酸アンモニ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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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成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１  アンモニア性窒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２  硝酸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苦⼟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四  ⽔溶性マンガン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溶性マンガン 0.10
五  ⽔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硫⻘酸化物 0.01
ひ素 0.004
亜硝酸 0.04
ビウレット性窒素 
0.02
ス ル フ ァ ミ ン 酸 
0.01 

ムに由来する窒素を含
有 す る も の に あ つ て
は、pHが6.0以上のも
のであること。
三 シアナミドに由来す
る窒素を含有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その他の
原料に由来する窒素を
含有しないこと。
四 シアナミドに由来す
る窒素を含有するもの
にあつては、ジシアン
ジアミド性窒素は窒素
全量の20.0％以下であ
ること。
五 ⽜由来の原料を原料
と す る 場 合 に あ つ て
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混合窒素肥料
（窒素質肥料
に、窒素質肥
料 、 苦 ⼟ 肥
料、マンガン
質肥料、ほう
素質肥料⼜は
微量要素複合
肥料を混合し
た も の を い
う。）   

⼀  窒素全量、アンモ
ニ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の合
計量のいずれか⼀につ
いて 15.0
⼆１  アンモニア性窒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２  硝酸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アンモニ
ア性窒素、硝酸性窒
素⼜はアンモニア性
窒素及び硝酸性窒素
の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硫⻘酸化物 0.01
ひ素 0.004
亜硝酸 0.04
ビウレット性窒素 
0.02
ス ル フ ァ ミ ン 酸 

⽜由来の原料を原料と
する場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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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成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苦⼟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四  ⽔溶性マンガン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溶性マンガン 0.10
五  ⽔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0.01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すべき
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
限事項

過 り ん 酸 ⽯
灰

可溶性りん酸 15.0
⽔溶性りん酸 13.0

可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重 過 り ん 酸
⽯灰

可溶性りん酸 30.0
⽔溶性りん酸 28.0

可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 りん酸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のに限る。）を除く。）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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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すべき
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
限事項

り ん 酸 苦 ⼟
肥料 

⽔溶性りん酸 45.0
⽔溶性苦⼟ 13.0

⽔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熔成りん肥 ⼀ く溶性りん酸 17.0
アルカリ分 40.0
く溶性苦⼟ 12.0
⼆  く溶性りん酸、アルカ
リ分及びく溶性苦⼟のほか
可溶性けい酸、く溶性マン
ガン⼜はく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
に掲げるもののほか
可溶性けい酸については 
20.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く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15 

2ミリメート
ル の 網 ふ る
い を 全 通 す
ること。 

焼成りん肥 く溶性りん酸 34.0
アルカリ分  40.0 

く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15 

212マイクロ
メートルの網
ふ る い を 9
0％以上通過
すること。   

腐 植 酸 り ん
肥
（ ⽯ 炭 ⼜ は
亜 炭 を 硝 酸
で 分 解 し 、

⼀ く溶性りん酸 15.0
⽔溶性りん酸 1.0
⼆  く溶性りん酸及び⽔溶
性りん酸のほか、く溶性苦
⼟、⽔溶性苦⼟、く溶性マ

く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2
亜 硝 酸 

⽯ 炭 ⼜ は 亜
炭 を 硝 酸 で
分 解 し た も
の（3.5％の
塩 酸 に 溶 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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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すべき
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
限事項

熔 成 り ん
肥 、 焼 成 り
ん 肥 、 り ん
鉱 ⽯ 、 塩 基
性 の マ グ ネ
シ ウ ム 若 し
く は マ ン ガ
ン 含 有 物 ⼜
は ほ う 酸 塩
及 び 硫 酸 ⼜
は り ん 酸 を
加 え た も の
をいう。）

ンガン、⽔溶性マンガン、
く溶性ほう素⼜は⽔溶性ほ
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
か
く溶性苦⼟については 3.0
⽔溶性苦⼟については 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0.01
カ ド ミ ウ ム 
0.00015
ニ ッ ケ ル 
0.01
ク ロ ム  
0.1 

な い も の の
う ち 、 １ ％
の ⽔ 酸 化 ナ
ト リ ウ ム 液
に 溶 け る も
の を 乾 物 当
たり70％以
上 含 有 す る
も の に 限
る 。 ） は 、
乾 物 と し て
1 5 ％ 以 上 3
0％以下を使
⽤ す る こ
と。 

熔 成 け い 酸
りん肥
（ 次 に 掲 げ
る 肥 料 を い
う。
⼀ りん鉱⽯
に 、 け い
⽯ 、 ⽯ 灰 ⽯
及 び 塩 基 性
の マ グ ネ シ
ウ ム 含 有 物
を 混 合 し 、
熔 融 し た も
の
⼆ ⼀に掲げ

⼀ く溶性りん酸 6.0
アルカリ分 40.0
可溶性けい酸 30.0
く溶性苦⼟ 12.0
⼆  く溶性りん酸、アルカ
リ分、可溶性けい酸及びく
溶性苦⼟のほか、く溶性マ
ンガン⼜はく溶性ほう素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
⼀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 く溶性り
ん 酸 の 含 有
率1.0％につ
き
カ ド ミ ウ ム 
0.00015
⼆ 最⼤限度
量
ニ ッ ケ ル 
0.4
クロム 4.0 

⼀  2ミリ
メ ー ト ル の
網 ふ る い を
全 通 す る こ
と。
⼆ く溶性り
ん 酸 及 び 可
溶 性 け い 酸
の 含 有 量 の
合 計 量 に 対
す る ア ル カ
リ 分 の 含 有
量 の ⽐ 率 が
1.0以上であ
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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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すべき
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
限事項

る 熔 成 け い
酸 り ん 肥 の
原 料 に マ ン
ガ ン 含 有 物
⼜ は ほ う 酸
塩 を 混 合
し 、 熔 融 し
たもの） 
鉱 さ い り ん
酸肥料
（ 製 鋼 鉱 さ
い を い
う。） 

⼀ く溶性りん酸 3.0
アルカリ分 20.0
可溶性けい酸 10.0
⼆  く溶性りん酸、アルカ
リ分及び可溶性けい酸のほ
か、く溶性苦⼟⼜はく溶性
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
のほか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1.0 

く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15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4ミリメート
ル の 網 ふ る
い を 全 通 す
ること。 

加 ⼯ 鉱 さ い
りん酸肥料
（ 鉱 さ い け
い 酸 質 肥 料
に り ん 酸 を
加 え た も の
をいう。) 

⼀ く溶性りん酸 3.0
  アルカリ分  20.0
  可溶性けい酸１0.0
   ⼆ く溶性りん酸、ア
ルカリ分及び可溶性けい酸
のほかく溶性苦⼟、く溶性
マンガン、⼜はく溶性ほう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 溶 性 り ん
酸 1.0未満 

く 溶 性 り ん
酸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362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被覆りん酸肥
料
（りん酸質肥
料を硫⻩その
他の被覆原料
で被覆したの
をいう。）   

⼀ ⽔溶性りん酸 10.0
⼆ ⽔溶性りん酸のほか⽔溶性苦⼟
⼜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
か
⽔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りん酸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  りん酸の初期
溶出率は50％以
下であ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液体りん酸肥
料 

⽔溶性りん酸 17.0
⽔溶性苦⼟ 3.0 

⽔溶性りん酸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脊柱等が
混合しないものと
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
と。 

熔成汚泥灰け
い酸りん肥
（下⽔道の終
末処理場から
⽣じる汚泥を
焼成したもの
に肥料⼜は肥
料原料を混合

く溶性りん酸 5.0
アルカリ分 45.0
可溶性けい酸 30.0
く溶性苦⼟ 12.0 

く溶性りん酸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ニ ッ ケ ル 
0.01

⼀  2ミリメート
ルの網ふるいを全
通すること。
⼆  植害試験の調
査を受け害が認め
られないものであ
ること。
三  ⽜由来の原料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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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し、熔融した
も の を い
う。）   

クロム 0.1
⽔銀 0.0001
鉛 0.006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四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脊柱等が
混合しないものと
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
と。 

加⼯りん酸肥
料
（りん酸質肥
料、熔成微量
要 素 複 合 肥
料、りん酸含
有物、塩基性
の カ ル シ ウ
ム、マグネシ
ウム若しくは
マンガン含有
物、鉱さい⼜
はほう酸塩に
硫酸、りん酸
⼜は塩酸を加
えたものをい
う。）   

⼀ く溶性りん酸及び⽔溶性りん酸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5.0
⽔溶性りん酸 1.0
⼆ く溶性りん酸及び⽔溶性りん酸
のほかく溶性苦⼟、⽔溶性苦⼟、
く溶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
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苦⼟については 2.0
⽔溶性苦⼟については 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く溶性りん酸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由来の原料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
が⾏われたもので
あること。 

副産りん酸肥
料

⼀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の 含 有 率 1 .

⼀  植害試験の調
査を受け害が認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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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次に掲げる
肥料をいう
⼀  ⾷品⼯業
⼜は化学⼯業
において副産
されたもの
⼆  下⽔道の
終末処理場そ
の他の排⽔の
脱りん処理に
伴い副産され
たもの）

く溶性りん酸 15.0
⼆ く溶性りん酸のほか⽔溶性りん
酸⼜は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5.0
⽔溶性りん酸については 2.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3.0

0％につき
ひ素 0.004
カ ド ミ ウ ム 
0.00015

られないものであ
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三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脊柱等が
混合しないものと
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
と。
   

混合りん酸肥
料
（りん酸質肥
料に、りん酸
質肥料、⽯灰
質肥料、けい
酸質肥料、苦
⼟肥料、マン
ガン質肥料、
ほう素質肥料
⼜は微量要素
複合肥料を混
合したものを
いう。）

⼀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6.0
⼆ く溶性りん酸及びアルカリ分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っては
く溶性りん酸 3.0
アルカリ分 15.0
三 く溶性りん酸⼜はアルカリ分の
ほか⽔溶性りん酸、可溶性けい
酸、く溶性苦⼟、⽔溶性苦⼟、可
溶性マンガン、く溶性マンガン、
⽔溶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
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は⼆に掲げるもの

く溶性りん酸
及びりん酸以
外の保証する
主成分のうち
最も⼤きい主
成分の量の合
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2
亜硝酸 0.02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料
は、原料として可
溶性マンガンを 保
証する肥料を使⽤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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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のほか
⽔溶性りん酸については 1.0
可溶性けい酸については 1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苦⼟については 1.0
可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
事項

硫酸加⾥ ⽔溶性加⾥ 45.0 ⽔溶性加⾥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塩素は、5.0％
以下であるこ
と。

塩化加⾥ ⼀ ⽔溶性加⾥ 50.0
⼆  ⽔溶性加⾥のほか⽔溶性ほう
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のほか
⽔溶性ほう素 0.10

硫酸加⾥苦⼟ ⽔溶性加⾥ 16.0
⽔溶性苦⼟ 8.0

⽔溶性加⾥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塩素は、5.0％
以下であるこ
と。

重炭酸加⾥ ⽔溶性加⾥ 45.0 塩素は、5.0％
以下であるこ
と。

三 加⾥質肥料（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のに限る。）を除く。）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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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
事項

腐植酸加⾥肥
料
（⽯炭⼜は亜
炭を硝酸⼜は
硫 酸 で 分 解
し、塩基性の
カリウム⼜は
マグネシウム
含有物を加え
た も の を い
う。）

⼀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0
⼆  ⽔溶性加⾥のほかく溶性苦⼟
及び⽔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8.0
く溶性苦⼟ 2.0
⽔溶性苦⼟ 1.0

⽔溶性加⾥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 3.5％の塩
酸に溶けない
もののうち、
１％の⽔酸化
ナトリウム液
に溶けるもの
が当該肥料に
50％以上含有
されること。
⼆ 硫酸塩は、
10％以下であ
ること。
三 炭酸塩は、
⼆酸化炭素と
して2.0％以下
であること。

けい酸加⾥肥
料
（塩基性のカ
リウム、カル
シウム、マグ
ネシウム若し
くはナトリウ
ム含有物⼜は
ほう素質肥料
及び微粉炭燃
焼灰を混合し､
焼成したもの
をいう。）

⼀ く溶性加⾥ 10.0
可溶性けい酸 25.0
く溶性苦⼟ 3.0
⼆  く溶性加⾥、可溶性けい酸及
びく溶性苦⼟のほか⽔溶性加⾥⼜
は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溶性加⾥については 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未反応の加⾥
は、3.0％以下
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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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
事項

粗製加⾥塩 ⼀ ⽔溶性加⾥ 30.0
⼆  ⽔溶性加⾥のほか⽔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っては、⼀に
掲げるもののほか
⽔溶性苦⼟ 5.0

加⼯苦汁加⾥
肥料
（粗製加⾥塩
に⽯灰を加え
た も の を い
う。）

⽔溶性加⾥ 6.0
く溶性苦⼟ 5.0

被覆加⾥肥料
（加⾥質肥料
を硫⻩その他
の被覆原料で
被覆したもの
をいう。）

⼀ ⽔溶性加⾥ 30.0
⼆  ⽔溶性加⾥のほか⽔溶性苦⼟
⼜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
か
⽔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加⾥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 加⾥の初期
溶出率は50％
以下であるこ
と。
⼆ 規則第七条
の六第三号の
農林⽔産⼤⾂
が指定する被
覆加⾥肥料で
あること。

液体けい酸加
⾥肥料

⽔溶性加⾥ 6.0
⽔溶性けい酸 12.0

熔成けい酸加
⾥肥料
（カリウム含
有物に製鋼鉱
さ い を 混 合
し、熔融した
も の を い
う。）

⼀ く溶性加⾥ 20.0
アルカリ分 15.0
可溶性けい酸 25.0
⼆  く溶性加⾥、アルカリ分及び
可溶性けい酸のほかく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ものにあっては、⼀
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マンガン 1.0

く溶性加⾥の含
有率1.0％につき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4ミリメートル
の網ふるいを
全 通 す る 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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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
事項

副産加⾥肥料
（⾷品⼯業、
繊維⼯業⼜は
化学⼯業にお
いて副産され
た も の を い
う。）

⼀  く溶性加⾥⼜は⽔溶性加⾥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加⾥については 25.0
⽔溶性加⾥については 9.0
⼆  く溶性加⾥⼜は⽔溶性加⾥の
ほか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苦⼟ 3.0

加⾥の最も⼤き
い主成分の含有
率1.0％につき
ひ素 0.004

混合加⾥肥料
（加⾥質肥料
に、加⾥質肥
料、⽯灰質肥
料、けい酸質
肥料、苦⼟肥
料、マンガン
質肥料、ほう
素質肥料⼜は
微量要素複合
肥料を混合し
た も の を い
う。）

⼀  く溶性加⾥⼜は⽔溶性加⾥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っては
く溶性加⾥については 10.0
⽔溶性加⾥については 6.0
⼆  く溶性加⾥⼜は⽔溶性加⾥の
ほかアルカリ分、可溶性けい酸、
く溶性苦⼟、⽔溶性苦⼟、可溶性
マンガン、く溶性マンガン、⽔溶
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は⽔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アルカリ分については 20.0
可溶性けい酸については 1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苦⼟については 1.0
可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加⾥及び加⾥以
外の保証する主
成分のうち最も
⼤きい主成分の
量の合計量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2
亜硝酸 0.02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ッケ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可溶性マン
ガンを保証す
る肥料は、原
料として可溶
性マンガンを
保証する肥料
を使⽤したも
の で あ る こ
と。
⼆ 規則第７条
の６第３号の
農林⽔産⼤⾂
が指定する混
合加⾥肥料で
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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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被覆加⾥肥
料

⼀ ⽔溶性加⾥ 30.0
⼆ ⽔溶性加⾥のほか⽔溶性苦⼟
⼜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
か
⽔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加⾥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  加⾥の初期
溶出率は50％以
下であること。
⼆  規則第７条
の６第３号の農
林⽔産⼤⾂が指
定する被覆加⾥
肥料以外のもの
であること。

混合加⾥肥
料 

⼀ く溶性加⾥⼜は⽔溶性加⾥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っては
く溶性加⾥については 10.0
⽔溶性加⾥については 6.0
⼆ く溶性加⾥⼜は⽔溶性加⾥の
ほかアルカリ分、可溶性けい酸、
く溶性苦⼟、⽔溶性苦⼟、可溶性
マンガン、く溶性マンガン、⽔溶
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は⽔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アルカリ分については 20.0
可溶性けい酸については 1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溶性苦⼟については 1.0
可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加⾥及び加⾥以外の
保証する主成分のう
ち最も⼤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の含有
率1.0％につき
ひ素 0.002
亜硝酸 0.02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ッケ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可溶性マン
ガンを保証する
肥料は、原料と
して可溶性マン
ガンを保証する
肥料を使⽤した
も の で あ る こ
と。
⼆  規則第７条
の６第３号の農
林⽔産⼤⾂が指
定する混合加⾥
肥料以外のもの
であるこ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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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かす粉末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の合計量 12.0
窒素全量 4.0
りん酸全量 3.0

⼲⿂肥料粉末 窒素全量 6.0
りん酸全量 3.0

⿂節煮かす 窒素全量 9.0
甲殻類質肥料粉末 窒素全量 3.0

りん酸全量 1.0
蒸製⿂鱗及びその
粉末 

窒素全量 6.0
りん酸全量 18.0

⾁かす粉末 窒素全量 6.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粉 窒素全量 5.0
りん酸全量 5.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四 有機質肥料（動植物質のものに限る。）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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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蒸製てい⾓粉 窒素全量 10.0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蒸製てい⾓⾻粉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の合計量 15.0
窒素全量 6.0
りん酸全量 7.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蒸製⽑粉
（⽻及び鯨ひげを蒸製
したものを含む。）

窒素全量 6.0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乾⾎及びその粉末 窒素全量 10.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粉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の合計量 20.0
窒素全量 3.0
りん酸全量 16.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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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蒸製⾻粉
（脱こう⾻粉を含
む。）

⼀ 窒素全量及びり
ん酸全量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の合計量 21.0
窒素全量 1.0
りん酸全量 17.0
⼆ りん酸全量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りん酸全量 25.0

⼀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
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
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
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と。

蒸製鶏⾻粉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の合計量 17.0
窒素全量 1.0
りん酸全量 13.0

蒸製⽪⾰粉 窒素全量 6.0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蚕蛹粉末 窒素全量 7.0
蚕蛹油かす及びそ
の粉末

⼀ 窒素全量 8.0
⼆ 窒素全量のほか
りん酸全量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のほ
か
りん酸全量 1.0

絹紡蚕蛹くず 窒素全量 7.0
とうもろこしはい
芽及びその粉末

窒素全量 2.0
りん酸全量 2.0
加⾥全量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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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油かす及びそ
の粉末 

窒素全量 6.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なたね油かす及び
その粉末
（からし油かす及
び そ の 粉 末 を 含
む。）

窒素全量 4.5
りん酸全量 2.0
加⾥全量 1.0

わたみ油かす及び
その粉末 

窒素全量 5.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落花⽣油かす及び
その粉末 

窒素全量 5.5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あまに油かす及び
その粉末 

窒素全量 4.5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ごま油かす及びそ
の粉末 

窒素全量 6.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ひまし油かす及び
その粉末 

窒素全量 4.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ぬか油かす及び
その粉末

窒素全量 2.0
りん酸全量 4.0
加⾥全量 1.0

その他の草本性植物
油かす及びその粉末
（⼆以上の草本性
植物油かす及びそ
の粉末を混合した
ものを除く。）

窒素全量 3.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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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カポック油かす及
びその粉末 

窒素全量 4.5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1.0

とうもろこしはい
芽油かす及びその
粉末 

窒素全量 3.0
りん酸全量 1.0

たばこくず肥料粉
末 

窒素全量 1.0
加⾥全量 4.0

変性しないものであること。

⽢草かす粉末 窒素全量 8.0
⾖腐かす乾燥肥料 ⼀ 窒素全量 4.0

⼆ 窒素全量のほか
りん酸全量⼜は加⾥
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に掲
げるもののほか
りん酸全量について
は 1.0
加⾥全量については 
1.0

えんじゆかす粉末 窒素全量3.0
りん酸全量 1.0
加⾥全量 2.0

窒素質グアノ 窒素全量 12.0
アンモニア性窒素 
1.0
りん酸全量 8.0
可溶性りん酸 4.0
加⾥全量 1.0

加⼯家きんふん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
いう。
⼀ 家きんのふんに

窒素全量 2.5
りん酸全量 2.5
加⾥全量 1.0

窒素全量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素 0.004

⽔分は20％以下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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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硫酸等を混合して⽕
⼒乾燥したもの
⼆ 家きんのふんを
加圧蒸煮した後乾燥
したもの
三 家きんのふんに
ついて熱⾵乾燥及び
粉砕を同時に⾏つた
もの
四 家きんのふんを
はつこう乾燥させた
もの）
とうもろこし浸漬
液肥料
（コーンスターチ
を製造する際に副
産されるとうもろ
こしを亜硫酸液で
浸 漬 し た 液 を 発
酵、濃縮したもの
をいう。）   

窒素全量 3.0
りん酸全量 3.0
加⾥全量 2.0
⽔溶性加⾥ 2.0

窒素全量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ひ 素 
0.004
亜 硫 酸 
0.01

副産植物質肥料
（⾷品⼯業⼜は発
酵⼯業において副
産されたものであ
つて、植物質の原
料に由来するもの
をいう。）

⼀ 窒素全量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 3.5
⼆ 窒素全量のほか
アンモニア性窒素、
りん酸全量⼜は加⾥
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は加⾥全量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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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合計量 5.0
窒素全量 1.0
アンモニア性窒素に
ついては 1.0
りん酸全量について
は 1.0
加⾥全量については 
1.0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廃物加⼯肥料
（⿂荒、いか内臓そ
の他の⿂廃物を泥炭
その他の動植物に由
来する吸着原料に吸
着させ たものをい
う。）

⼀ 窒素全量 4.0
りん酸全量 1.0
⼆ 窒素全量及びり
ん酸全量のほか加⾥
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に掲
げるもののほか
加⾥全量 1.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08

⽜由来の原料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こ
と。

乾燥菌体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
いう。
⼀ 培養によつて得
られる菌体⼜はこの
菌体から脂質若しく
は核酸を抽出したか
すを乾燥したもの
⼆ ⾷品⼯業、パル

⼀ 窒素全量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 5.5
⼆ 窒素全量のほか
りん酸全量⼜は加⾥
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窒素全量 4.0
りん酸全量について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08

⼀ 植害試験の調査
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
と。
⼆ ⽜由来の原料を
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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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プ⼯業、発酵⼯業⼜
はゼラチン⼯業（な
めし⽪⾰くずを原料
として使⽤しないも
のに限る。）の廃⽔
を活性スラッジ法に
より浄化する際に得
られる菌体を加熱乾
燥したもの）

は 1.0
加⾥全量については 
1.0

三 ⽜の部位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
ない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を受
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副産動物質肥料
（⾷品⼯業、繊維⼯
業、ゼラチン⼯業⼜
はなめしかわ製造業
において副産された
ものであつて、動物
質の原料に由来する
ものをいう。）

⼀ 窒素全量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 6.0
⼆ 窒素全量のほか
りん酸全量⼜は加⾥
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は加⾥全量の
合計量 10.0
窒素全量 2.0
りん酸全量について
は 2.0
加⾥全量については 
9.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1
カ ド ミ ウ ム 
0.00008

⼀ ⽜由来の原料を
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 ⽜の部位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
ない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を受
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と。

混合有機質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
いう。
⼀ 有機質肥料に有
機質肥 料⼜は⽶ぬ
か、発酵⽶ぬか、乾
燥藻及びその粉末、
よもぎかす若しくは

窒素全量及びりん酸
全量⼜は加⾥全量の
合計量 6.0
窒素全量 1.0
りん酸全量について
は 1.0
加⾥全量については 
1.0

窒素全量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1
カ ド ミ ウ ム 
0.00008

⼀ ⽜由来の原料を
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
⾏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 ⽜の部位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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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動物の排せつ物（鶏
ふんの 炭化物に限
る。）を混合したも
の
⼆ ⼀に掲げる混合
有機質肥料の原料と
なる肥料に⾎液⼜は
⾖腐かすを混合し、
乾燥したもの）

ない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を受
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熔成複合肥料
（肥料（熔成汚
泥灰複合肥料、
混合汚泥複合肥
料及び規則第１
条の２各号に掲
げる普通肥料を
除く。）⼜は肥
料原料（汚泥及
び⿂介類の臓器
を除く。）を配
合し、熔融した
ものをいう。）

⼀ く溶性りん酸 12.0
く溶性加⾥ 3.0
⼆  く溶性りん酸及びく溶性
加⾥のほかアルカリ分、可溶
性けい酸⼜はく溶性苦⼟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に
掲げるもののほか
アルカリ分については 45.0
可 溶 性 け い 酸 に つ い て は 
3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20.0

りん酸及び加⾥
の主成分の量の
合計量の含有率
1.0％につき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2ミリメートルの
網ふるいを全通するこ
と。
⼆ ⽜由来の原料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であること。
三 ⽜の部位を原料と
する場合にあつては、
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
のと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たもの
であること。

五 複合肥料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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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化成肥料
（次に掲げる肥
料をいう。
⼀ 窒素質肥料、
りん酸質肥料、
加⾥質肥料、有
機質肥料、複合
肥料、⽯灰質肥
料、けい酸質肥
料（シリカゲル
肥 料 に 限 る
。 ） 、 苦 ⼟ 肥
料、マンガン質
肥料、ほう素質
肥料⼜は微量要
素複合肥料のい
ずれか⼆以上を
配合し、造粒⼜
は成形したもの
⼆ ⼀に掲げる化
成肥料の原料と
なる肥料に⽶ぬ
か 、 発 酵 ⽶ ぬ
か、乾燥藻及び
その粉末、発酵
乾ぷん肥料、よ
も ぎ か す 、 ⾻
灰、動物の排せ
つ物（鶏ふんの
炭 化 物 に 限
る。）⼜は動物

⼀  窒素、りん酸⼜は加⾥の
いず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
ぞれの最も⼤きい主成分の量
の合計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加⾥ 1.0

窒素、りん酸⼜
は加⾥のそれぞ
れの最も⼤きい
主成分の量の合
計 量 の 含 有 率
1.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性窒
素 0.01
スルファミン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銀 0.00005
   鉛 
0.003
   

⼀  窒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ア
ンモニア性窒素⼜
は硝酸性窒素以外
の成分形態の窒素
を含有するもの並
びにアンモニア 性
窒素及び硝酸性窒
素を併せて含有す
る も の で あ る こ
と。
⼆  りん酸全量⼜
は加⾥全量を保証
する肥料は、原料
として動植物質の
ものを使⽤したも
のであること。
三  原料としてく
溶性りん酸を含有
する肥料及び可溶
性りん酸を含有す
る肥料を併せて使
⽤する普通肥料に
あつては、く溶性
りん酸⼜は可溶性
りん酸のいずれか
⼀を保証するもの
であること。
四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料
は、原料として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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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の排せつ物の燃
焼灰（鶏ふん燃
焼灰⼜は⽜の排
せつ物と鶏ふん
との混合物の燃
焼灰に限る。）
のいずれか⼀以
上を配合し、造
粒⼜は成形した
もの
三 肥料（混合汚
泥複合肥料及び
規則第１条の２
各号に掲げる普
通 肥 料 を 除
く。）⼜は肥料
原料（汚泥及び
⿂介類の臓器を
除く。）を使⽤
し、これに化学
的操作を加えた
もの
四 三に掲げる化
成 肥 料 を 配 合
し、造粒⼜は成
形したもの
五 ⼀若しくは⼆
に掲げる化成肥
料⼜はその原料
となる肥料若し
くはその原料と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苦⼟ 1.0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溶性マンガンを 保
証する肥料を使⽤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五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 、管理
措置が⾏われたも
のであること。
六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脊柱等が
混合しないものと
して農林⽔産⼤⾂
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であるこ
と。
七  規則第７条の
６第５号の農林⽔
産⼤⾂が指定する
化成肥料である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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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なる肥料を配合
したものに三に
掲 げ る 化 成 肥
料、その化成肥
料を配合したも
の⼜は四に掲げ
る化成肥料を配
合し、造粒⼜は
成形したもの）
配合肥料
（次に掲げる肥
料をいう。
⼀ 窒素質肥料、
りん酸質肥料、
加⾥質肥料、有
機質肥料、複合
肥料、⽯灰質肥
料、けい酸質肥
料（シリカゲル
肥 料 に 限 る
。 ） 、 苦 ⼟ 肥
料、マンガン質
肥料、ほう素質
肥料⼜は微量要
素複合肥料のい
ずれか⼆以上を
配合したもの
⼆ ⼀に掲げる配
合肥料の原料と
なる肥料に⽶ぬ
か 、 発 酵 ⽶ ぬ

⼀  窒素、りん酸⼜は加⾥の
いず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
ぞれの最も⼤きい主成分の量
の合計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窒素、りん酸⼜
は加⾥のそれぞ
れの最も⼤きい
主成分の量の合
計 量 の 含 有 率
1.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性窒
素 0.01
スルファミン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銀 0.00005
   鉛 

⼀ 窒素全量を保証
する肥料は、アン
モニア性窒素⼜は
硝酸性窒素以外 の
成分形態の窒素を
含有するもの並び
にアンモニア 性窒
素及び硝酸性窒素
を併せて含有する
ものであること。
⼆ りん酸全量⼜は
加⾥全量を保証す
る肥料は、原料と
して動植物質のも
のを使⽤したもの
であること。
三 原料としてく溶
性りん酸を含有す
る肥料及び可溶性
りん酸を含有する
肥料を併せて使⽤
する普通肥料に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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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か、乾燥藻及び
その粉末、発酵
乾ぷん肥料、グ
アノ（りん酸の
く溶率50％以上
のもので造粒⼜
は成形しないも
のに限る。）、
よもぎかす、⾻
灰、動物の排せ
つ物（鶏ふんの
炭 化 物 に 限
る。）⼜は動物
の排せつ物の燃
焼灰（鶏ふん燃
焼灰⼜は⽜の排
せつ物と鶏ふん
との混合物の燃
焼灰に限る。）
のいずれか⼀以
上を配合したも
の
三 化成肥料を配
合したもの）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005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005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005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

0.003 つては、く溶性り
ん酸⼜は可溶性り
ん酸のいずれか ⼀
を保証するもので
あること。
四 可溶性マンガン
を 保 証 す る 肥 料
は、原料として可
溶性マンガンを 保
証する肥料を使⽤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五 ⽜由来の原料を
原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管理措
置が⾏われたもの
であること。
六 ⽜の部位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つ
ては、脊柱等が混
合しないものとし
て農林⽔産⼤⾂ の
確認を受けた⼯程
において製造され
た も の で あ る こ
と。
七 規則第７条の６
第５号の農林⽔産
⼤⾂が指定する配
合 肥 料 で あ る 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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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05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化成肥料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
も ⼤ き い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窒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アンモニア性窒
素⼜は硝酸性窒
素以外の成分形
態の窒素を含有
するもの並びに
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
素を併せて含有
するものである
こと。
⼆ りん酸全量⼜
は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原料として動植
物質のものを使
⽤したものであ
ること。
三 原料としてく
溶性りん酸を含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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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溶性苦⼟ 1.0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 銀 
0.00005
   鉛 
0.003
   

有する肥料及び
可溶性りん酸を
含有する肥料を
併せて使⽤する
普通肥料にあつ
ては、く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りん酸のいずれ
か⼀を保証する
も の で あ る こ
と。
四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料は、原料とし
て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料を使⽤したも
のであること。
五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六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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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七 規則第７条の
６第５号の農林
⽔産⼤⾂が指定
する化成肥料以
外のものである
こと。

混合動物排せつ
物複合肥料
（窒素質肥料、
りん酸質肥料、
加⾥質肥料、有
機質肥料、複合
肥料、⽯灰質肥
料、けい酸質肥
料（シリカゲル
肥 料 に 限 る
。 ） 、 苦 ⼟ 肥
料、マンガン質
肥料、ほう素質
肥料⼜は微量要
素複合肥料に動
物 の 排 せ つ 物
（⽜⼜は豚の排
せつ物を加熱乾
燥したものに限
る 。 ） を 混 合
し、造粒⼜は成
形したものをい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
も ⼤ き い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  く溶性りん
酸、可溶性りん
酸⼜は可溶性マ
ンガンを保証す
る肥料は、化成
肥料の当該欄の
三⼜は四の規定
によること。
⼆ 動物の排せつ
物（⽜⼜は豚の
排せつ物を加熱
乾燥したものに
限る。）は、乾
物として窒素全
量が2.0％以上で
あり、かつ、窒
素全量、りん酸
全量⼜は加⾥全
量の合計量が5.
0％以上であるこ
と。
三 動物の排せ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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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う。）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1.0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0.00005
鉛 0.003

物（⽜⼜は豚の
排せつ物を加熱
乾燥したものに
限る。）は、乾
物として70％以
下を使⽤するこ
と。
四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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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混合堆肥複合肥
料
（次に掲げる肥
料をいう。
⼀  窒素質肥
料、りん酸質肥
料 、 加 ⾥ 質 肥
料 、 有 機 質 肥
料、複合肥料、
⽯灰質肥料、け
い酸質肥料（シ
リカゲル肥料に
限る。）、苦⼟
肥料、マンガン
質肥料、ほう素
質肥料⼜は微量
要素複合肥料に
堆肥（動物の排
せつ物⼜は⾷品
由来の有機質物
を主原料とする
ものに限る。）
を混合し、造粒
⼜は成形後、加
熱乾燥したもの
⼆  窒素質肥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れか
⼆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の量の合計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にあ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0.00005
鉛 0.003

⼀  く溶性りん
酸、可溶性りん
酸⼜は可溶性マ
ンガンを保証す
る肥料は、化成
肥料の当該欄の
三⼜は四の規定
によること。
⼆ 堆肥（動物の
排せつ物を主原
料とするものに
限る。）を原料
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乾物と
して窒素全量が
2 . 0 ％ 以 上 で あ
り、かつ、窒素
全量、りん酸全
量⼜は加⾥全量
の合計量が5.0％
以 上 で あ る こ
と。
三 堆肥（⾷品由
来の有機質物を
主原料とするも
のに限る。）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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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料、りん酸質肥
料 、 加 ⾥ 質 肥
料 、 有 機 質 肥
料、複合肥料、
⽯灰質肥料、け
い酸質肥料（シ
リカゲル肥料に
限る。）、苦⼟
肥料、マンガン
質肥料、ほう素
質肥料⼜は微量
要素複合肥料に
⽶ぬか、発酵⽶
ぬか、乾燥藻及
びその粉末、発
酵乾ぷん肥料、
よもぎかす、⾻
灰、動物の排せ
つ物（鶏ふんの
炭 化 物 に 限
る。）⼜は動物
の排せつ物の燃
焼灰（鶏ふん燃
焼灰に限る。）
のいずれか⼀以
上及び堆肥（動
物の排せつ物⼜
は⾷品由来の有
機質物を主原料
とするものに限
る 。 ） を 混 合

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溶性苦⼟ 1.0
七１ 

原料とする場合
にあつては、乾
物として窒素全
量が3.0％以上で
あり、かつ、窒
素全量、りん酸
全量⼜は加⾥全
量の合計量が5.
0％以上であるこ
と。
四 堆肥（動物の
排せつ物⼜は⾷
品由来の有機質
物を主原料とす
る も の に 限
る。）は、炭素
窒素⽐が15以下
であり、かつ、
乾物として50％
以下を使⽤する
こと。
五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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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し、造粒⼜は成
形後、加熱乾燥
したもの）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成形複合肥料
（窒素質肥料、
りん酸質肥料、
加⾥質肥料、有
機質肥料、複合
肥 料 、 苦 ⼟ 肥
料、マンガン質
肥料、ほう素質
肥料若しくは微
量要素複合肥料
に⽊質泥炭、紙
パルプ廃繊維、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れ
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の量の合計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 窒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アンモニア性窒
素⼜は硝酸性窒
素以外の成分形
態の窒素を含有
するもの並びに
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
素を併せて含有
するものである
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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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草炭質腐植、流
紋岩質凝灰岩粉
末⼜はベントナ
イトのいずれか
⼀を混合し、造
粒⼜は成形した
ものをいう。）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あ
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1.0
六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0.00005
鉛 0.003

⼆ りん酸全量⼜
は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原料として動植
物質のものを使
⽤したものであ
ること。
三 原料としてく
溶性りん酸を含
有する肥料及び
可溶性りん酸を
含有する肥料を
併せて使⽤する
普通肥料にあつ
ては、く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りん酸のいずれ
か⼀を保証する
も の で あ る こ
と。
四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料は、原料とし
て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料を使⽤したも
のであること。
五 ⽊質泥炭（乾
物１グラム当た
り 0 . 0 2 モ ル 毎
リットルの過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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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七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ンガン酸カリウ
ム溶液の消費量
が100ミリリット
ル相当以上の腐
植を含有するも
の）は、乾物と
して20％以上4
5％以下を使⽤す
ること。
六 紙パルプ廃繊
維（紙パルプ⼯
場の廃⽔から得
ら れ る 廃 繊 維
で、乾物当たり
ホロセルロース
を55％以上含有
するもの）は、
乾物として25％
以上40％以下を
使⽤すること。
七  草炭質腐植
（草炭を⽔洗分
離して得られる
腐植で、乾物当
たり灰分の含量
が20％以下のも
の）は、乾物と
して10％以上2
5％以下を使⽤す
ること。
⼋ 流紋岩質凝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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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岩粉末（乾物100
グラム当たり陽
イオン交換容量
130ミリグラム当
量以上を有する
もの）は、25％
以上35％以下を
使⽤すること。
九 ベントナイト
（乾物100グラム
当たり陽イオン
交換容量50ミリ
グラム当量以上
を有するもの）
は、25％以上3
5％以下を使⽤す
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吸着複合肥料
（窒素、りん酸
⼜は加⾥を含有
する⽔溶液をけ
いそう⼟その他
の吸着原料に吸
着させたものを
いう。）

⼀  窒素、⽔溶性りん酸⼜は⽔溶
性加⾥のいずれか⼆以上の主成分
の量の合計量 5.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 植害試験の調
査を受け害が認
められないもの
であ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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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三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被覆複合肥料
（化成肥料⼜は
液状複合肥料を
硫⻩その他の被
覆原料で被覆し
た も の を い
う。）   

⼀  窒素、⽔溶性りん酸⼜は⽔溶
性 加 ⾥ の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15.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 窒素は、⽔溶
性であること。
⼆ 窒素の初期溶
出率は、50％以
下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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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あつては
⽔溶性苦⼟ 1.0
六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七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副産複合肥料
（⾷品⼯業⼜は
化学⼯業におい
て副産されたも
のであつて、窒
素、りん酸⼜は
加⾥のいずれか
⼆以上を含有す
る も の を い
う。）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の主成分の量の合計量 
5.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 植害試験の調
査を受け害が認
められないもの
であ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三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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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苦⼟ 1.0

液状複合肥料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
も ⼤ き い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8.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窒素全量、り
ん酸全量、加⾥
全量、く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りん酸を保証す
る肥料は、成形
複合肥料の当該
欄の⼀、⼆⼜は
三の規定による
こと。
⼆ シアナミドを
原料として使⽤
したものでない
こと。
三 チオ硫酸アン
モニウムに由来
する窒素を含有
するものにあっ
ては、ｐＨが6.0
以上のものであ
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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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1.0
六１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005
２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005
七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05

⽔ 銀 
0.00005
鉛 0.003

四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五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配合肥料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
も ⼤ き い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 窒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アンモニア性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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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0.00005
   鉛 
0.003

素⼜は硝酸性窒
素以外の成分形
態の窒素を含有
するもの並びに
アンモニア性窒
素及び硝酸性窒
素を併せて含有
するものである
こと。
⼆ りん酸全量⼜
は加⾥全量を保
証する肥料は、
原料として動植
物質のものを使
⽤したものであ
ること。
三 原料としてく
溶性りん酸を含
有する肥料及び
可溶性りん酸を
含有する肥料を
併せて使⽤する
普通肥料にあつ
ては、く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りん酸のいずれ
か⼀を保証する
も の で あ る こ
と。
四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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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1.0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005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005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005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05

料は、原料とし
て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
料を使⽤したも
のであること。
五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六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七 規則第７条の
６第５号の農林
⽔産⼤⾂が指定
する配合肥料以
外のものである
こと。

熔成汚泥灰複合
肥料
   （下⽔道
の終末処理場か

   ⼀ く溶性りん酸 12.0
く溶性加⾥ 1.0
⼆  く溶性りん酸及びく溶性加⾥
のほかアルカリ分、可溶性けい酸

りん酸及び加
⾥の主成分の
量の合計量の
含有率1.0％

⼀  2ミリメート
ルの網ふるいを
全通すること。
⼆ 植害試験の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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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ら⽣じる汚泥を
焼成したものに
肥料⼜は肥料原
料を混合し、熔
融したものをい
う。）
   

⼜は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アルカリ分については 40.0
可溶性けい酸については 1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2.0

につき
ひ素 0.002
   カド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 銀 
0.00005
鉛 0.003

査を受け害が認
められないもの
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四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混合汚泥複合肥
料
   （窒素質
肥料、りん酸質
肥料、加⾥質肥
料 、 有 機 質 肥
料、複合肥料、
⽯灰質肥料、け
い酸質肥料（シ
リカゲル肥料に
限る。）、苦⼟
肥料、マンガン

   ⼀  窒素、りん酸⼜は加⾥
のいず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
れの最も⼤きい主成分の量の合計
量 10.0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1.0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1.0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 窒素全量、り
ん酸全量、加⾥
全量、く溶性り
ん酸、可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マンガンを保証
する肥料は、成
形複合肥料の当
該欄の⼀、⼆、
三⼜は四の規定
によること。
⼆ 汚泥発酵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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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質肥料、ほう素
質肥料⼜は微量
要素複合肥料に
汚 泥 発 酵 肥 料
（し尿処理施設
から⽣じた汚泥
を濃縮、消化、
脱⽔⼜は乾燥し
たものを堆積⼜
は攪拌し、腐熟
させたものに限
る 。 ） を 混 合
し、造粒⼜は成
形したものをい
う。）
   

硝酸性窒素 1.0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1.0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1.0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1.0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1.0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1.0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1.0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1.0
五  可溶性けい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六１  く溶性苦⼟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1.0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0.00005
鉛 0.003

は、乾物として
40％以下を使⽤
すること。
三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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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七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10
⼋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5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5

家庭園芸⽤複合
肥料
（ 熔 成 複 合 肥
料、化成肥料、
配合肥料、混合
動物排せつ物複
合肥料、混合堆
肥複合肥料、成
形複合肥料、吸
着複合肥料、被
覆複合肥料、副
産複合肥料、液
状複合肥料、熔
成汚泥灰複合肥
料及び混合汚泥
複合肥料以外の

⼀  窒素、りん酸⼜は加⾥のいず
れか⼆以上についてそれぞれの最
も ⼤ き い 主 成 分 の 量 の 合 計 量 
0.2
⼆１  窒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窒素全量 0.1
２  アンモニア性窒素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アンモニア性窒素 0.1
３  硝酸性窒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硝酸性窒素 0.1
三１  りん酸全量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りん酸全量 0.1

窒素、りん酸
⼜は加⾥のそ
れぞれの最も
⼤きい主成分
の量の合計量
の 含 有 率 1 .
0％につき
硫 ⻘ 酸 化 物 
0.005
ひ素 0.002
亜硝酸 0.02
ビウレット 性
窒素 0.01
スルファミン
酸 0.005
カ ド ミ ウ ム 

⼀ 窒素全量、り
ん酸全量、加⾥
全量、く溶性り
ん酸、可溶性り
ん酸⼜は可溶性
マンガンを保証
する肥料は、成
形複合肥料の当
該欄の⼀、⼆、
三⼜は四の規定
によること。
⼆ ⽜由来の原料
を原料とする場
合にあつては、
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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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複合肥料であつ
て、かつ、規則
第⼀条に規定す
る家庭園芸⽤肥
料であるものを
いう。）

２  く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りん酸 0.1
３  可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可溶性りん酸 0.1
４  ⽔溶性りん酸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りん酸 0.1
四１  加⾥全量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加⾥全量 0.1
２  く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く溶性加⾥ 0.1
３  ⽔溶性加⾥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加⾥ 0.1
五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く溶性苦⼟ 0.01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
あつては
⽔溶性苦⼟ 0.01
六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0.001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0.001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

0.000075
ニ ッ ケ 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銀 
0.00005
鉛 0.003

こと。
三 ⽜の部位を原
料とする場合に
あつては、脊柱
等が混合しない
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
を受けた⼯程に
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である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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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
項

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0.001
七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0.001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
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0.001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灰
（マグネシウム
の酸化物⼜は⽔
酸化物を混合し
た も の を 含
む。）

⼀ アルカリ分 80.0
⼆  アルカリ分のほか可溶性苦
⼟⼜は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
のほか
可溶性苦⼟については 8.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7.0

消⽯灰
（マグネシウム
の酸化物⼜は⽔
酸化物を混合し
た も の を 含
む。）

⼀ アルカリ分 60.0
⼆  アルカリ分のほか可溶性苦
⼟⼜は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
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
のほか
可溶性苦⼟については 6.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5.0

炭酸カルシウム
肥料
（マグネシウム

⼀ アルカリ分 50.0
⼆  アルカリ分のほか可溶性苦
⼟⼜は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

化学的に⽣産され
た炭酸カルシウム
以外のものにあつ

六 ⽯灰質肥料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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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の酸化物⼜は⽔
酸化物を混合し
た も の を 含
む。）

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もの
のほか
可溶性苦⼟については 5.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3.5

て は 、 1 . 7 ミ リ
メートルの 網ふる
いを全通し、600
マイクロメートル
の 網 ふ る い を 8
5％以上通過する
こと。

⾙化⽯肥料
（⾙化⽯粉末⼜
はこれにマグネ
シウムの酸化物
若しくは⽔酸化
物を混合し、造
粒したものをい
う。）

⼀ アルカリ分 35.0
⼆  アルカリ分のほかく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
⼀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苦⼟ 1.0

副産⽯灰肥料
（⾮⾦属鉱業、
⾷品⼯業、パル
プ⼯業、化学⼯
業、鉄鋼業⼜は
⾮鉄⾦属製造業
において副産さ
れ た も の を い
う。）

⼀ アルカリ分 35.0
⼆  アルカリ分のほかく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
⼀に掲げるもののほか
く溶性苦⼟ 1.0

⼀  アルカリ
分 の 含 有 率
1.0％につき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  最⼤限度
量
ニッケル 0.4
クロム 4.0
チタン 1.5

鉱さいを原料とし
て使⽤するものに
あつては、1.7ミ
リメートルの 網ふ
る い を 全 通 し 、
600マイクロメー
トルの網ふるいを
85％以上通過す
ること。

混合⽯灰肥料
（ ⽯ 灰 質 肥 料
に 、 ⽯ 灰 質 肥
料、苦⼟肥料、
ほう素質肥料⼜

⼀ アルカリ分 35.0
⼆  アルカリ分のほか可溶性苦
⼟、く溶性苦⼟、可溶性マンガ
ン、く溶性マンガン、く溶性ほ
う素⼜は⽔溶性ほう素を保証す

アルカリ分の
含有率1.0％
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料
は、原料として可
溶性マンガンを 保
証する肥料を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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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は微量要素複合
肥料を混合した
ものをいう。）

るものにあつては 、⼀に掲げる
もののほか
可溶性苦⼟については 4.5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可 溶 性 マ ン ガ ン に つ い て は 
0.10
く 溶 性 マ ン ガ ン に つ い て 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  規則第７条の
６第６号の農林⽔
産⼤⾂が指定する
混合⽯灰肥料 であ
る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混 合 ⽯灰 肥
料

⼀ アルカリ分 35.0
⼆  アルカリ分のほか可溶性苦⼟、
く溶性苦⼟、可溶性マンガン、く溶
性マンガン、く溶性ほう素⼜は⽔溶
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可溶性苦⼟については 4.5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可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ては 0.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溶性ほう素については 0.05

アルカリ分の
含有率1.0％
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  可溶性マンガ
ンを保証する肥料
は、原料として可
溶性マンガンを保
証する肥料を使⽤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  規則第７条の
６第６号の農林⽔
産⼤⾂が指定する
混合⽯灰肥料以外
の も の で あ る こ
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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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けい灰⽯肥料 可溶性けい酸 20.0
アルカリ分 25.0

2ミリメートルの網ふるいを
全通し、600マイクロメート
ルの網ふるいを60％以上通
過すること。

鉱さいけい酸
質肥料

（製りん残さ
い⼜は製銑鉱
さい等の鉱さ
いをいい、ほ
う素質肥料を
混合して熔融
したものを含

む。）

⼀  可溶性けい酸及び
アルカリ分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けい酸 10.0
アルカリ分 35.0
⼆  可溶性けい酸及び
アルカリ分のほかく溶
性苦⼟、く溶性マンガ
ン⼜はく溶性ほう素を
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可溶性けい酸 10.0
アルカリ分 20.0
く溶性苦⼟については 
1.0
く溶性マンガンについ
ては 1.0
く溶性ほう素について
は 0.05

⼀  可溶性け
い酸が20％以
上のものにあ
つては
１  可溶性け
い酸の含有率
1.0％につき
ニ ッ ケ 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２  最⼤限度
量
ニッケル 0.4
クロム 4.0
チタン 1.5
⼆  ⼀以外の
ものにあつて
は最⼤限度量
ニッケル 0.2
クロム 2.0
チタン 1.0

⼀  可溶性けい酸が20％以
上のものにあつては、2ミリ
メートルの網ふるいを全通
し、かつ、⽔砕した鉱さい
以外のものにあつては、600
マイクロメートルの網ふる
いを60％以上通過するこ
と。
⼆  ⼀以外のものにあつて
は、2ミリメートルの網ふる
いを全通し、かつ、可溶性
⽯灰を40％以上含有する鉱
さいであること。
三  アルカリ分が30％未満
のものにあっては、アルカ
リ分を30％以上保証する鉱
さいけい酸質肥料に⾚鉄鉱
を加えたものであること。

軽量気泡コン
クリート粉末
肥料

可溶性けい酸 15.0
アルカリ分 15.0

最⼤限度量
チタン 1.0

4ミリメートルの網ふるいを
全通すること。

七 けい酸質肥料
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407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シリカゲル肥
料
（⽔ガラスの
アルカリを中
和し、ゲル化
してから脱⽔
したものをい
う。）

可溶性けい酸 80.0 ⼀ ⽇本⼯業規格（ＪＩＳＺ
0701）に規定された包装⽤
シリカゲル乾燥剤として⽣
産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  75マイクロメートルの
網ふるい上に70％以上残留
すること。
三 検湿剤等他の原料を使⽤
したもの及び他の⽤途に使
⽤されたものを除く。

シリカヒドロ
ゲル肥料
（⽔ガラスの
アルカリを中
和し、ゲル化
したものをい
う。）

可溶性けい酸 17.0       ⼀  摂⽒180度で3時間乾燥
したものが、⽇本⼯業規格
（JISZ0701）に規定された
包装⽤シリカゲル   乾燥剤
に 該 当 す る も の で あ る こ
と。
⼆ 検湿剤等他の原料を使⽤
したものを除く。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硫酸苦⼟肥料 ⽔溶性苦⼟ 11.0 ⽔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酸化苦⼟肥料 く溶性苦⼟ 50.0 2ミリメートルの網
ふるいを全通するこ
と。

酢酸苦⼟肥料 ⽔溶性苦⼟ 18.0
炭酸苦⼟肥料 く溶性苦⼟ 30.0
加⼯苦⼟肥料 く溶性苦⼟ 23.0 く溶性苦⼟の含有率 2ミリメートルの網

⼋ 苦⼟肥料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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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蛇紋岩その他の塩
基性マグネシウム含
有物に硫酸を加えた
ものをいう。）

⽔溶性苦⼟ 3.0 1.0％につき
ひ素 0.004

ふるいを全通し、
600マイクロメート
ル の 網 ふ る い を
60%以上通過する
こと。

腐植酸苦⼟肥料
（⽯炭⼜は亜炭を硝
酸で分解し、塩基性
のマグネシウム含有
物を加えたものをい
う。）

く溶性苦⼟ 3.0
⽔溶性苦⼟ 1.0

く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亜硝酸 0.04

3.5％の塩酸に溶け
ないもののうち、
１％の⽔酸化ナトリ
ウム液に溶けるもの
が当該肥料に40％
以上含有されるこ
と。

リグニン苦⼟肥料
（亜硫酸パルプ廃液
中のリグニンスルホ
ン酸に硫酸マグネシ
ウムを加えたものを
いう。）

⽔溶性苦⼟ 5.0 ⽔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亜硫酸 0.01

硫酸塩に由来する苦
⼟は、1.0％以下で
あること。

被覆苦⼟肥料
（苦⼟肥料を硫⻩そ
の他の被覆原料で被
覆 し た も の を い
う。）

⽔溶性苦⼟ 8.0 ⽔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 苦⼟の初期溶出
率は50％以下であ
ること。
⼆ 規則第７条の６
第８号の農林⽔産⼤
⾂が指定する被覆苦
⼟肥料であること。

副産苦⼟肥料
（⾷品⼯業、パルプ
⼯業、化学⼯業、窯
業、鉄鋼業⼜は⾮鉄
⾦属製造業において
副産されたものをい
う。）

⼀ 可溶性苦⼟及び
く溶性苦⼟を保証す
るのにあつては
可溶性苦⼟ 40.0
く溶性苦⼟ 10.0
⼆ く溶性苦⼟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く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  2ミリメートル
の網ふるいを全通
し、かつ、鉱さいを
原料として使⽤する
ものにあつては、
600マイクロメート
ル の 網 ふ る い を 6
0％以上通過す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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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く溶性苦⼟ 10.0 と。
⼆ 規則第７条の６
第８号の農林⽔産⼤
⾂が指定する副産苦
⼟肥料であること

混合苦⼟肥料
（苦⼟肥料を⼆以上
混合し たものをい
う。） 

く溶性苦⼟ 23.0
⽔溶性苦⼟ 3.0 

く溶性苦⼟の含有率
1.0％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規則第７条の６第８
号の農林⽔産⼤⾂が
指定する混合苦⼟肥
料である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 成 分 の 最 ⼤ 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被覆苦⼟肥
料

⽔溶性苦⼟ 8.0 ⽔溶性苦⼟ の含有
率1.0％につき
ひ素 0.004

⼀ 苦⼟の初期溶出率は50％以
下であること。
⼆  規則第７条の６第８号の農
林⽔産⼤⾂が指定する被覆苦⼟
肥料以外のものであること。

副産苦⼟肥
料

⼀ 可溶性苦⼟及び
く溶性苦⼟を保証
するのにあつては
可溶性苦⼟ 40.0
く溶性苦⼟ 10.0
⼆ く溶性苦⼟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く溶性苦⼟ 10.0

く溶性苦⼟の含有
率1.0％につき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 2ミリメートルの網ふるいを
全通し、かつ、鉱さいを原料と
して使⽤するものにあつては 、
600マイクロメートルの 網ふる
いを60％以上通過す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
認めら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規則第７条の６第８号の農
林⽔産⼤⾂が指定する副産苦⼟
肥料以外のものであるこ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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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
の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
害 成 分 の 最 ⼤ 量
（％）

その他の制限事項

混合苦⼟肥
料

く溶性苦⼟ 23.0
⽔溶性苦⼟ 3.0

く溶性苦⼟の含有
率1.0％につき
ひ素 0.004
亜硝酸 0.04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規則第７条の６第８号の農林⽔
産⼤⾂が指定する混合苦⼟肥料
以外のものである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硫酸マンガン肥料 ⽔ 溶 性 マ ン ガ ン 
10.0

⽔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炭酸マンガン肥料
（菱マンガン鉱をい
う。）

可 溶 性 マ ン ガ ン 
30.0
く 溶 性 マ ン ガ ン 
10.0

可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1.7ミリメートルの
網ふるいを全通し、
150マイクロメート
ルの網ふるいを80％
以上通過すること。

加⼯マンガン肥料
（マンガン含有物に
マグネシウム含有物
を混合し、硫酸を加
えたものをいう。）

⽔ 溶 性 マ ン ガ ン 
2.0
⽔溶性苦⼟ 12.0

⽔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鉱さいマンガン肥料
（フェロマンガン鉱
さい⼜はシリコマン
ガ ン 鉱 さ い を い
う。）

く 溶 性 マ ン ガ ン
10.0

く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1.7ミリメートルの
網ふるいを全通し、
600マイクロメート
ルの網ふるいを85％
以上通過すること。

混合マンガン肥料 ⽔ 溶 性 マ ン ガ ン ⽔溶性マンガンの含 規則第７条の６第９

九 マンガン質肥料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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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マンガン質肥料に
マンガン質肥料⼜は
苦⼟肥料を混合した
ものをいう。）

2.0
⽔溶性苦⼟ 12.0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号の農林⽔産⼤⾂が
指定する混合マンガ
ン肥料である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

最⼩量(％）
含有を許される有害
成分の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副産マンガン肥料
（化学⼯業において
副産されたものをい
う。）

く 溶 性 マ ン ガ ン 
8.0
⽔ 溶 性 マ ン ガ ン 
2.0

く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ニッケル 0.01
クロム 0.1
チタン 0.04

植害試験の調査を受
け害が認められない
ものであること。

液体副産マンガン肥
料
（化学⼯業において
副産されたものをい
う。）

⽔ 溶 性 マ ン ガ ン 
10.0

⽔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植害試験の調査を受
け害が認められない
ものであること。

混合マンガン肥料 ⽔ 溶 性 マ ン ガ ン 
2.0
⽔溶性苦⼟ 12.0

⽔溶性マンガンの含
有率1.0％につき
ひ素 0.004

規則第７条の６第９
号の農林⽔産⼤⾂が
指定する混合マンガ
ン肥料以外のもので
あること。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ほう酸塩肥料 ⼀ く溶性ほう素及び
⽔溶性ほう素を保証す

く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 ほう素質肥料
 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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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

⼩量(％）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35.0
⽔溶性ほう素 5.0
⼆ ⽔溶性ほう素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25.0

ては、850マイク
ロメートルの 網ふ
るいを全通するこ
と。

ほう酸肥料 ⽔溶性ほう素 54.0
熔成ほう素肥料
（ほう酸塩及び炭酸マグ
ネシウムその他の塩基性
マグネシウム含有物に⻑
⽯等を混合し、熔融した
ものをいう。）

く溶性ほう素 15.0
く溶性苦⼟ 10.0

1.7ミリメートル
の網ふるいを全通
し、600マイクロ
メートルの 網ふる
いを80％以上通
過すること。

加⼯ほう素肥料
（ほう素含有物に蛇紋岩
その他の塩基性マグネシ
ウム含有物を混合し、硫
酸 を 加 え た も の を い
う。）

⽔溶性ほう素 1.0
⽔溶性苦⼟ 11.0

⽔溶性ほう素の
含有率1.0％に
つき
ひ素 0.04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熔成微量要素複
合肥料
（マンガン、ほ
う素⼜はマグネ
シウム含有物に
⻑ ⽯ 等 を 混 合

⼀ く溶性マンガン 10.0
く溶性ほう素 5.0
⼆  く溶性マンガン及びく
溶性ほう素のほかく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1.7ミリメートルの
網 ふ る い を 全 通
し、150マイクロ
メートルの網ふる
いを50％以上通過
すること。

⼗⼀ 微量要素複合肥料
（１）登録の有効期間が６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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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し、熔融したも
のをいう。）

く溶性苦⼟ 5.0

液体微量要素複
合肥料

⼀  ⽔溶性マンガン及び⽔
溶性ほう素の合計量 0.30
⽔溶性マンガン 0.10
⽔溶性ほう素 0.03
⼆  ⽔溶性マンガン及び⽔
溶性ほう素のほか⽔溶性苦
⼟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に掲げるもののほか
⽔溶性苦⼟ 1.0

マンガン及びほ
う素のそれぞれ
の最も⼤きい主
成分の量の合計
量の含有率1.0％
につき
ひ素 0.002

混合微量要素肥
料
（マンガン質肥
料、ほう素質肥
料、微量要素複
合肥料⼜は苦⼟
肥料を混合した
ものをいう。）

⼀  マンガン及びほう素に
ついてそれぞれの最も⼤き
い主成分の量の合計量 8.0
⼆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
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可溶性マンガン 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マンガン 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マンガン 1.0
三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
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ほう素 1.0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1.0
四１  く溶性苦⼟を保証す
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マンガン及びほ
う素のそれぞれ
の最も⼤きい主
成分の量の合計
量の含有率1.0％
につき
ひ素 0.002
亜硝酸 0.02
ニッケ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可溶性マンガン
を 保 証 す る 肥 料
は、原料として可
溶性マンガンを保
証する肥料を使⽤
したものであるこ
と。
⼆ 規則第７条の６
第１１号の農林⽔
産⼤⾂が指定する
混合微量要素肥料
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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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

含有を許される
有害成分の最⼤

量（％）
その他の制限事項

２  ⽔溶性苦⼟を保証する
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肥料の種類 含有すべき主成分の最⼩量(％）

含有を許さ
れる有害成
分の最⼤量

（％）

その他の制
限事項

混合微量要
素肥料

⼀ マンガン及びほう素についてそれぞれの
最も⼤きい主成分の量の合計量 8.0
⼆１ 可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
ては
可溶性マンガン 1.0
２ く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く溶性マンガン 1.0
３ ⽔溶性マンガン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溶性マンガン 1.0
三１ く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
は
く溶性ほう素 1.0
２ ⽔溶性ほう素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ほう素 1.0
四１ く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く溶性苦⼟ 1.0
２ ⽔溶性苦⼟を保証するものにあつては
⽔溶性苦⼟ 1.0

マンガン及
びほう素の
それぞれの
最も⼤きい
主成分の量
の合計量の
含有率1.0
％につき
ひ素 
0.002
亜硝酸 
0.02
ニッケル 
0.005
クロム 
0.05
チタン 
0.02

⼀  可溶性
マンガンを
保証する肥
料は、原料
として可溶
性マンガン
を保証する
肥料を使⽤
したもので
あること。
⼆  規則第
７条の６第
１１号の農
林⽔産⼤⾂
が指定する
混合微量要
素肥料以外
のものであ
ること。

（２）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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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下⽔汚泥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いう。
⼀ 下⽔道の終末処理場から
⽣じる汚泥を濃縮、消化、
脱⽔⼜は乾燥したもの
⼆ ⼀に掲げる下⽔汚泥肥料
に植物質若しくは動物質の
原料を混合したもの⼜はこ
れを乾燥したもの
三 ⼀若しくは⼆に掲げる下
⽔汚泥肥料を混合したもの
⼜はこれを乾燥したもの）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昭和４８年総理府令
第５号）別表第⼀の基準に適合する原料
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し尿汚泥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いう。
⼀ し尿処理施設、集落排⽔
処理施設若しくは浄化槽か
ら⽣じた汚泥⼜はこれらを
混 合 し た も の を 濃 縮 、 消
化、脱⽔⼜は乾燥したもの
⼆ し尿⼜は動物の排せつ物
に凝集を促進する材料⼜は
悪臭を防⽌する材料を混合
し、脱⽔⼜は乾燥したもの
三 ⼀若しくは⼆に掲げるし
尿汚泥肥料に植物質若しく
は動物質の原料を混合した
もの⼜はこれを乾燥したも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 汚泥肥料等
登録の有効期間が３年で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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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の
四 ⼀、⼆若しくは三に掲げ
るし尿汚泥肥料を混合した
もの⼜はこれを乾燥したも
の）
⼯業汚泥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いう。
⼀ ⼯場若しくは事業場の排
⽔処理施設から⽣じた汚泥
を濃縮、消化、脱⽔⼜は乾
燥したもの
⼆ ⼀に掲げる⼯業汚泥肥料
に植物質若しくは動物質の
原料を混合したもの⼜はこ
れを乾燥したもの
三 ⼀若しくは⼆に掲げる⼯
業汚泥肥料を混合したもの
⼜はこれを乾燥したもの）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混合汚泥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いう。
⼀ 下⽔汚泥肥料、し尿汚泥
肥料若しくは⼯業汚泥肥料
のいずれか⼆以上を混合し
たもの⼜はこれを乾燥した
もの
⼆ ⼀に掲げる混合汚泥肥料
に植物質若しくは動物質の
原料を混合したもの⼜はこ
れを乾燥したもの
三 ⼀若しくは⼆に掲げる混
合汚泥肥料を混合したもの
⼜はこれを乾燥したもの）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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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含有を許され
る有害成分の
最⼤量（％）

その他の制限事項

焼成汚泥肥料
（下⽔汚泥肥料、し尿汚泥
肥料、⼯業汚泥肥料⼜は混
合汚泥肥料を焼成したもの
をいう。）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
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
こと。

汚泥発酵肥料
（次に掲げる肥料をいう。
⼀ 下⽔汚泥肥料、し尿汚泥
肥料、⼯業汚泥肥料⼜は混
合汚泥肥料を堆積⼜は撹拌
し、腐熟させたもの
⼆ ⼀に掲げる汚泥発酵肥料
に植物質若しくは動物質の
原料⼜は焼成汚泥肥料を混
合したものを堆積⼜は撹拌
し、腐熟させたもの）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ニッケル 
0.03
クロム 0.05
鉛 0.01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産副産物発酵肥料
（⿂介類の臓器に植物質⼜
は動物質の原料を混合した
ものを堆積⼜は撹拌し、腐
熟させたものをいう。）

ひ素 0.005
カドミウム 
0.0005
⽔銀 0.0002

⼀  ⾦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
基準を定める省令別表第⼀の基準に適合
する原料を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
ないものであること。
三 ⽜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
四  ⽜の部位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
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 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
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硫⻩及びその化合物 ひ素 0.005 植害試験の調査を受け害が認められない
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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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化成肥料 O・O-ジエチル-O-(3-オキ
ソ-2-フェニル-2H-ピリダ
ジン-6-イル)ホスホロチオ
エート
【ピリダフェンチオン】

1.0以下

2・2・3・3-テトラフルオ
ルプロピオン酸ナトリウム
【テトラピオン】

4.0以下

1・3-ビス(カルバモイルチ
オ)-2-(N,Nジメチルアミ
ノ)プロパン塩酸塩
【カルタップ】

1.0以下

ジイソプロピル-1・3-ジチ
オ ラン-2-イリデ ンマロ
ネート
【イソプロチオラン】

5.0以下

(E）-(S)-1-(4-クロロフェ
ニ ル ) - 4 ・ 4 - ジ メ チ ル
-2-(1H-1・2・4-トリア
ゾール-1-イル)ペンタ-1-
エン-3-オール
【ウニコナゾールP】

0.025以下

N-(4-クロロフェニル )-1-
シクロヘキセン-1・2-ジカ
ルボキシミド
【クロルフタリム】

1.0以下

1・2・5・6-テトラヒドロ
ピロロ〔3・2・1-ij〕キノ
リン-4-オン
【ピロキロン】

2.0以下

⼗三 農薬その他の物が混⼊される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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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2RS・3RS)-1-(4-クロロ
フェニル)-4・4-ジメチル
-2-(1H-1・2・4-トリアゾ
-ル-1-イル)ペンタン-3-
オール
【パクロブトラゾール】

0.20以下

5-ジプロピルアミノ-α・
α・α-トリフルオロ -4・6-
ジニトロ-O-トルイジン
【プロジアミン】

0.50以下

エチル=N-〔2・3-ジヒド
ロ-2・2-ジメチルベンゾフ
ラン-7-イルオキシカルボ
ニル(メチル)アミノチオ〕
-N-イソプロピル-β-アラニ
ナート
【ベンフラカルブ】

0.80以下

S・S'-ジメチル=2-ジフル
オロメチル-4-イソブチル
-6-トリフルオロメチルピ
リジン-3・5-ジカルボチオ
アート
【ジチオピル】

0.30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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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N-(4-クロロフェニル )-1-
シクロヘキセン-1・2-ジカ
ルボキシミド
【クロルフタリム】
及び
3-シクロヘキシル-5・6-ト
リメチレンウラシル
【レナシル】

0.50以下

0.50以下

1-(6-クロロ-3-ピリジルメ
チル)-N-ニトロイミダゾリ
ジン-2-イリデンアミン
【イミダクロプリド】

0.50以下

3-アリルオキシ-1・2-ベン
ゾイソチアゾール-1・1-ジ
オキシド
【プロベナゾール】

0.80以下

(E)-N-[(6-クロロ-3-ピリ
ジル)メチル]-N'-シアノ
-N-メチルアセトアミジン
【アセタミプリド】

1.0以下

1-（6-クロロ-3-ピリジル
メチル）-Ｎ-ニトロイミダ
ゾリジン-2-イリデンアミ
ン
【イミダクロプリド】
及び
3-アリルオキシ-1・2-ベン
ゾイソチアゾール-1・1-ジ
オキシド
【プロベナゾール】

0.07以下

0.80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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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N-(1-エチルプロピル)-3・
4-ジメチル-2・6-ジニトロ
アニリン
【ペンディメタリン】

2.20以下

2・6-ジクロロベンゾニト
リル
【DBN】

1.5以下

2-(4-クロロ-6-エチルアミ
ノ-1・3・5-トリアジン
-2-イルアミノ)-2-メチル
プロピオノニトリル
及び
2・6-ジクロロベンゾニト
リル

3.0以下

1.5以下

(RS)-N-〔2-(3・5-ジメチ
ルフェノキシ)-1-メチルエ
チル〕-6-(1-フルオロ-1-
メチルエチル)-1・3・5-ト
リアジン-2・4-ジアミン
及び
2・6-ジクロロベンゾニト
リル

0.30以下

1.5以下

配合肥料 1・2・5・6-テトラヒドロ
ピロロ〔3・2・1-ij〕キノ
リン-4-オン
【ピロキロン】

1.0以下

エチル=N-〔2・3-ジヒド
ロ-2・2-ジメチルベンゾフ
ラン-7-イルオキシカルボ
ニル(メチル)アミノチオ〕
-N-イソプロピル-β-アラニ

0.50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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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ナート
【ベンフラカルブ】
(E)-(S)-1-(4-クロロフェ
ニ ル ) - 4 ・ 4 - ジ メ チ ル
-2-(1H-1・2・4-トリア
ゾール-1-イル)ペンタ-1-
エン-3-オール
【ウニコナゾールP】

0.025以下

1-(6-クロロ-3-ピリジルメ
チル)-N-ニトロイミダゾリ
ジン-2-イリデンアミン
【イミダクロプリド】

0.50以下

O-エチル-O-(3-メチル-6-
ニトロフェニル)セコンダ
リーブチルホスホロアミド
チオエート
【ブタミホス】

及び
2・6-ジクロロチオベンザ
ミド
【DCBN】

2.0以下

1.0以下

N-(1-エチルプロピル )-3･
4-ジメチル-2･6-ジニトロ
アニリン
【ペンディメタリン】

2.20以下

3-アリルオキシ-1･2-ベン
ゾイソチアゾール-1･1-ジ
オキシド

0.80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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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1-（6-クロロ-3-ピリジル
メチル）-N-ニトロイミダ
ゾリジン-2-イリデンアミ
ン

及び
3-アリルオキシ-1･2-ベン
ゾイソチアゾール-1･1-ジ
オキシド

0.07以下

0.80以下

被覆複合肥
料

(E)-(S)-1-(4-クロロフェ
ニ ル ) - 4 ・ 4 - ジ メ チ ル
-2-(1H-1・2・4-トリア
ゾール-1-イル)ペンタ-1-
エン-3-オール
【ウニコナゾールP】

0.05以下

液状複合肥
料 

3-ヒドロキシ-5-メチルイ
ソオキサゾール
【ヒドロキシイソキサゾー
ル】

17.5以下

家庭園芸⽤
複合肥料

1-(6-クロロ-3-ピリジルメ
チル)-N-ニトロイミダゾリ
ジン-2-イリデンアミン
【イミダクロプリド】

2.50以下

(E)-N-〔(6-クロロ-3-ピリ
ジン)メチル〕-N'-シアノ
-N-メチルアセトアミジン
【アセタミプリド】
及び
N-ベンジル-N・N-ジエチ
ル-N-(2・6-キシリルカル
バモイル)メチルアンモニ

0.07以下

0.002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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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混⼊が許される農薬その他

の物の種類

混⼊が許される
農薬その他のも
のの最⼤量⼜は
最⼩量（％）

含有すべき主
成分の最⼩量
（％）の特例

混⼊上の制
限事項

ウム塩
【安息⾹酸デナトニウム】
3-(2-クロロ-1･3-チアゾー
ル-5-イルメチル)-5-メチ
ル-1･3･5-オキサジアジナ
ン-4-イリデン(ニトロ)ア
ミン
及び
N-ベンジル-N・N-ジエチ
ル-N-(2・6-キシリルカル
バモイル)メチルアンモニ
ウム塩
【安息⾹酸デナトニウム】

2.0以下

0.01以下

附⼀  この告⽰に掲げる肥料には、規則第４条第３号に掲げる材料を使⽤し
たものを含む。
⼆ この告⽰に掲げる主成分、有害成分、初期溶出率、尿素性窒素、ジシア

ンジアミド性窒素、グアニジン性窒素、窒素の活性係数、塩素及び炭
酸塩（⼆酸化炭素）の定量⽅法及び量の算出は、独⽴⾏政法⼈農業環
境技術研究所が定める肥料分析法によるものとする。ただし、次の表
の第⼀欄に掲げる主成分の量の算出は、同表第⼆欄に掲げるものによ
ることとし、⼗⼆の表に掲げる有害成分の量は、独⽴⾏政法⼈農業環
境技術研究所が定める肥料分析法により定量した有害成分の重量の試
料を摂⽒100度で5時間乾燥したもの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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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欄 第⼆欄
りん酸全量
く溶性りん酸
可溶性りん酸
⽔溶性りん酸 

五酸化リン（Ｐ２Ｏ５）

加⾥全量
く溶性加⾥
⽔溶性加⾥ 

酸化カリウム（Ｋ２Ｏ）

可溶性けい酸 ⼆酸化ケイ素（ＳｉＯ２）
可溶性苦⼟
く溶性苦⼟
⽔溶性苦⼟ 

酸化マグネシウム（ＭｇＯ） 

可溶性マンガン
く溶性マンガン
⽔溶性マンガン 

酸化マンガン（ＭｎＯ） 

く溶性ほう素
⽔溶性ほう素 

三酸化⼆ホウ素（Ｂ２Ｏ３）

三  この告⽰に掲げる網ふるいは、⽇本⼯業規格の標準網ふるいによるもの
とする。

四  この告⽰に掲げる植害試験とは、肥料取締法（昭和⼆⼗五年法律第百⼆
⼗七号。以下「法」という。）第七条ただし書（法第三⼗三条の⼆第六項
において準⽤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く調査である。なお、肥料
取締法施⾏規則第⼆条の⼆に基づき植物に対する害に関する栽培試験の成
績を要する肥料から除くものを指定する件（昭和五⼗九年三⽉⼗六⽇農林
⽔産省告⽰第六百九⼗七号）において指定されたものについては、当該調
査を受けることを要しない。

附則（平成⼆⼗五年⼗⼆⽉五⽇農林⽔産省告⽰第⼆千九百三⼗九号）
１ この告⽰は、平成⼆⼗六年⼀⽉四⽇から施⾏する。
２ この告⽰による改正後の昭和六⼗⼀年⼆⽉⼆⼗⼆⽇農林⽔産省告⽰第⼆

百⼋⼗四号の四(1)の表⾁⾻粉の項に規定する確認は、この告⽰の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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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においてもこの告⽰による改正後の同項の規定の例により⾏うこと
ができる。

附則（平成⼆⼗六年九⽉⼀⽇農林⽔産省告⽰第千百四⼗六号）
１ この告⽰は、平成⼆⼗六年⼗⽉⼀⽇から施⾏する。
２ この告⽰による改正後の昭和六⼗⼀年⼆⽉⼆⼗⼆⽇農林⽔産省告⽰第⼆

百⼋⼗四号の⼀の(2)の表副産窒素肥料の項、⼆の(2)の表液体りん酸
肥料の項、熔成汚泥灰けい酸りん肥の項及び副産りん酸肥料の項、四
の(1)の表⾁かす粉末の項、蒸製てい⾓⾻粉の項、乾⾎及びその粉末の
項、⽣⾻粉の項及び蒸製⾻粉の項、四の(2)の表乾燥菌体肥料の項、副
産動物質肥料の項及び混合有機質肥料の項、五の(1)の表熔成複合肥料
の項、化成肥料の項及び配合肥料の項、五の(2)の表化成肥料の項、吸
着複合肥料の項、副産複合肥料の項、液状複合肥料の項、配合肥料の
項、熔成汚泥灰複合肥料の項及び家庭園芸⽤複合肥料の項並びに⼗⼆
の表下⽔汚泥肥料の項、し尿汚泥肥料の項、⼯業汚泥肥料の項、混合
汚泥肥料の項、汚泥発酵肥料の項及び⽔産副産物発酵肥料の項に規定
する確認は、それぞれこの告⽰の施⾏前においてもこの告⽰による改
正後のこれらの項の規定の例により⾏う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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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基準
地⽅増進法施⾏令（以下「令」という。）
第⼀号の泥炭

乾物百グラム当たりの有機物の含有量 ⼆⼗
グラム以上

令第⼆号のバークたい肥 肥料取締法 （昭和２５年法律第１２７号）
第２条第２項の特殊肥料⼜は肥料取締法施
⾏規則（昭和⼆⼗五年農林省令第六⼗四
号）第⼀条の⼆第⼀項第六号若 しくは第七
号の普通肥料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令第三号の腐植酸質資材 乾物百グラム当たりの有機物の含有量 ⼆⼗
グラム以上

令第五号のけいそう⼟焼成粒 気乾状態のもの⼀リットル当たりの質量 七
百グラム以下

令第六号のゼオライト 乾物百グラム当たりの陽イオン交換容量 五
⼗ミリグラム当量以上

令第九号のペントナイト 乾物⼆グラムを⽔中に⼆⼗四時間静置 した
後の膨潤容積 五ミリリットル以上

令第⼗号のＶＡ菌根菌資材 共⽣率が五パーセント以上
令第⼗⼀号のポリエチレンイミン系資材 質量百分率三パーセントの⽔溶液の温度⼆

⼗五度における粘度 ⼗ポアズ以上
令第⼗⼆号の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材 平均重合度 千七百以上

9. 地力増進法施行令の規定に基づき、泥炭等の品質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の

農林水産大臣の基準を定める件

   昭和59年10⽉ 1⽇ 農林⽔産省告⽰第2001号 昭和60年5⽉ 1⽇施⾏
改正 昭和62年 2⽉25⽇ 農林⽔産省告⽰第 209号 昭和62年 6⽉ 1⽇施⾏
   平成 5年11⽉26⽇ 農林⽔産省告⽰第1386号 平成 6年 2⽉ 1⽇施⾏
   平成 9年 2⽉25⽇ 農林⽔産省告⽰第 311号 平成 9年 3⽉ 1⽇施⾏
   平成12年 9⽉28⽇ 農林⽔産省告⽰第1251号 平成12年10⽉ 1⽇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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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土壌改良資材品質表示基準

   昭和59年10⽉ 1⽇ 農林⽔産省告⽰第2002号 昭和60年 5⽉ 1⽇施⾏
改正 昭和62年 2⽉25⽇ 農林⽔産省告⽰第 210号 昭和62年 6⽉ 1⽇施⾏
   平成 5年11⽉26⽇ 農林⽔産省告⽰第1387号 平成 6年 2⽉ 1⽇施⾏
   平成 9年 2⽉25⽇ 農林⽔産省告⽰第 312号 平成 9年 3⽉ 1⽇施⾏

第１　表示事項

 ⼟壌改良資材の品質に関し表⽰すべき事項（以下「表⽰事項」という。）
は、別表のとおりとする。

第２　遵守事項

１ 表⽰事項の表⽰の⽅法
 第１に規定する表⽰事項の表⽰に際しては、製造業者⼜は販売業者は、

次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１）⼟壌改良資材の名称
 ⽂字のみをもって表⽰し、図形⼜は記号等を⽤いないこと。
（２）⼟壌改良資材の種類
 別表の⼟壌改良資材の種類の項に掲げる名称を⽤いること。
（３）表⽰者
 表⽰者は、当該表⽰を⾏った製造業者⼜は販売業者とすること。
（４）正味量
 正味量は、１キログラム単位⼜はリットル単位で記載すること。
（５）原料
ア 原料名は、最も⼀般的な名称をもって記載すること。
イ 原料の表⽰事項の欄に次の表⽰例により、産地等の原料の説明⼜は製造



429

⼟壌改良資材の種類類 表⽰例
泥炭 北海道産みずごけ（⽔洗－乾燥）

バークたい肥
広葉樹の樹⽪を主原料（８５パーセント）として⽜ふん及

び尿素を加えてたい積腐熟させた物
腐植酸質資材 亜炭を硝酸で分解し、炭酸カルシウムで中和した物

⽊炭 広葉樹の樹⽪を炭化した物
けいそう⼟焼成粒 けいそう⼟を造粒（粒径２ミリメートル）して焼成した物

ゼオライト ⼤⾕⽯（沸⽯を含む凝灰岩）
バーミキュライト 中国産ひる⽯（粉砕－⾼温加熱処理）

パーライト 真珠岩（粉砕－⾼温加熱処理）
ベントナイト ⼭形県産ベントナイト（膨潤性粘⼟鉱物）

ＶＡ菌根菌資材 ＶＡ菌根菌をゼオライトに保持させた物

ポリエチレンイミン系資材
アクリル酸・メタクリル酸ジメチルアミノエチル共重合物

のマグネシウム塩とポリエチレンイミンとの複合体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

材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ポリ酢酸ビニルの⼀部をけん化し

た物）

項⽬ パーセント（％） 表⽰値の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有機物の含有率 パーセント（％） 表⽰値の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有機物中の腐植酸
の含有率

パーセント（％）
表⽰値のブラスマイナス15パー
セント

⽔分の含有率 パーセント（％） 表⽰値のプラス10パーセント

⼯程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６）有機物の含有率等
  有機物の含有率等は、別紙の試験⽅法による試験結果に基づき、次の表

の左欄に掲げる項⽬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中欄に掲げる表⽰の単位
を⽤いて記載すること。この場合において、表⽰値の誤差の許容範囲
は、同表の右欄に掲げるとおりとする。
なお、共⽣率を記載する場合には、試験に⽤いた植物名をかっこ書き
で併記す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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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パーセント（％） 表⽰値の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陽イオン交換容量
100グラム当たりミリグラム当量
(meq/100g)

表⽰値の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単位容積質量
１ リ ッ ト ル 当 た り キ ロ グ ラ ム
(kg/l)

表⽰値のプラス10パーセント

膨潤⼒
２ グ ラ ム 当 た り ミ リ リ ッ ト ル
(ml/2g)

表⽰値の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共⽣率 パーセント（％） 表⽰値のマイナス15パーセント

⼟壌改良資材の種類 表⽰区分 ⽤途（主たる効果）

泥炭

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が
７０パーセント未満のもの

⼟壌の膨軟化
⼟壌の保⽔性の改善

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が
７０パーセント以上のもの

⼟壌の保肥⼒の改善

バークたい肥 ⼟壌の膨軟化
腐植酸質資材 ⼟壌の保肥⼒の改善
⽊炭 ⼟壌の透⽔性の改善
けいそう⼟焼成粒 ⼟壌の透⽔性の改善
ゼオライト ⼟壌の保肥⼒の改善
バーミキュライト ⼟壌の透⽔性の改善
パーライト ⼟壌の保⽔性の改善
ベントナイト ⽔⽥の漏⽔防⽌

ＶＡ菌根菌資材
⼟壌のりん酸供給能の改
善

ポリエチレンイミン系資材 ⼟壌の団粒形成促進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材 ⼟壌の団粒形成促進

（７）⽤途（主たる効果）
   ⽤途（主たる効果）は、次の表の左欄に掲げる⼟壌改良資材の種類及

び中欄の表⽰区分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右欄に掲げる⽤語を⽤いて
記載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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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表⽰区分
泥炭（⽤途（主たる効果）として
⼟壌の保⽔性の改善を表⽰するも
のに限る。）

 この⼟壌改良資材は、過度に乾燥すると、施⽤直
後、⼗分な⼟壌の保⽔性改善効果が発現しないこと
がありますので、その場合には、は種、栽植等は⼗
分に⼟となじませた後に⾏って下さい。

バークたい肥  この⼟壌改良資材は、多量に施⽤すると、施⽤当
初は⼟壌が乾燥しやすくなるので、適宜かん⽔して
下さい。また、この⼟壌改良資材は、過度に乾燥す
ると、⽔を吸収しにくくなる性質を持っているの
で、過度に乾燥させないようにして下さい。

⽊炭  この⼟壌改良資材は、地表⾯に露出すると⾵⾬な
どにより流出することがあり、また、⼟壌中に層を
形成すると効果が認め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の
で、⼗分に⼟と混和して下さい。

バーミキュライト  この⼟壌改良資材は、地表⾯に露出すると⾵⾬な
どにより流出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分覆⼟して
下さい。

パーライト  この⼟壌改良資材は、地表⾯に露出すると⾵⾬な
どにより流出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分覆⼟して
下さい。

（８）施⽤⽅法
   ア  ⼟壌の単位⾯積⼜は単位重量当たりの標準的な施⽤量をキログラム

単位、トン単位、リットル単位⼜は⽴⽅メートル単位で記載するこ
と。ただし、ＶＡ菌根菌資材については、単位体積当たりの標準的
な施⽤量をグラム単位で記載すること。この場合、必要に応じ、標
準的な施⽤量の前提となる⼟壌条件を併せて記載することができ
る。

    イ 次の表の左欄に掲げる⼟壌改良資材については、その種類に応じ、
それぞれ同表の右欄に掲げる⽤語を⽤いて施⽤上の注意を記載す
ること。このほか⼟壌改良資材について、必要に応じ、施⽤上の
注意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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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表⽰区分
ＶＡ菌根菌資材（効果の発現しな
い植物があるものについては、後
段の「また」以下を加えるものと
し、「○○」には当該植物名を記
載すること。）

 この⼟壌改良資材は、有効態りん酸の含有量の⾼
い⼟壌に施⽤しても、効果の発現が期待できないこ
とがあります。また、○○には効果が発現しないこ
とがあります。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材  この⼟壌改良資材は、⽕⼭灰⼟壌に施⽤した場合
には、⼗分な効果が認め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９）保管条件
 温度、場所等の保管条件に関す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
（１０）保存期限
 保存期限を年⽉で記載すること。

２ 表⽰の様式等
（１）表⽰は、容器⼜は包装を⽤いる場合にあつては、⼟壌改良資材の最

⼩販売単位ごとに、その外部の⾒やすい箇所に、次の様式により表⽰
事項を印刷するか、⼜は同様式により表⽰事項を記載した書⾯を容器
若しくは包装から容易に離れない⽅法で付すことにより、容器⼜は包
装を⽤い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書⾯を付すことにより⾏わなけれ
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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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表⽰事項
泥炭 ⼀般表⽰事項

原料
有機物の含有率
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
⽤途（主たる効果）
⽔分の含有率
施⽤⽅法

バークたい肥 ⼀般表⽰事項
原料
有機物の含有率
⽤途（主たる効果）
⽔分の含有率
施⽤⽅法

腐植酸質資材 ⼀般表⽰事項
原料
有機物の含有率
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

（２）（１）の様式の枠内には、別表の⼟壌改良資材の種類ごとの表⽰事
項以外の事項を記載してはならない。

（３）⼟壌改良資材の正味重量が２キログラム未満の場合には、（１）の
様式の⼨法は、適宜とする。

（４）施⽤⽅法を（１）の様式に従い表⽰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には、
（１）の様式の施⽤⽅法の欄に記載箇所を表⽰した上で、他の箇所に
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５）表⽰に⽤いる⽂字の⾊及びその⼤きさ等は、次に掲げるところによ
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ア 表⽰に⽤いる⽂字の⾊は、背景の⾊と対照的な⾊とすること。
イ 表⽰に⽤いる⽂字は、消費者の⾒やすい⼤きさ及び書体とすること。

別表（第１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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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表⽰事項
⽤途（主たる効果）
⽔分の含有率
施⽤⽅法

⽊炭 ⼀般表⽰事項
原料
単位容積質量
⽤途（主たる効果）
施⽤⽅法

けいそう⼟焼成粒 ⼀般表⽰事項
原料
単位容積質量
⽤途（主たる効果）
施⽤⽅法

ゼオライト ⼀般表⽰事項
原料
陽イオン交換容量
⽤途（主たる効果）
施⽤⽅法

バーミキユライト ⼀般表⽰事項
原料
単位容積質量
⽤途（主たる効果）
施⽤⽅法

パーライト ⼀般表⽰事項
原料
単位容積質量
⽤途（主たる効果）
施⽤⽅法

ベントナイト ⼀般表⽰事項
原料
膨潤⼒
⽤途（主たる効果）
施⽤⽅法

ＶＡ菌根菌資材 ⼀般表⽰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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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壌改良資材の種類 表⽰事項
原料
共⽣率
⽤途（主たる効果）
施⽤⽅法
保存条件
保存期限

ポリエチレンイミン系資材 ⼀般表⽰事項
原料
⽤途（主たる効果）
施⽤⽅法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材 ⼀般表⽰事項
原料
⽤途（主たる効果）
施⽤⽅法

備考

１  ⼀般表⽰事項は、次のとおりとする。ただし、肥料取締法（昭和２５年
法律第１２７号）第１７条の規定に基づく⽣産業者保証票若しくは輸⼊業
者保証票を付す者⼜は同法第１８条第１項の規定に基づく販売業者保証票
を付す者にあつては（１）及び（３）から（５）までの表⽰を、特殊肥料
の品質表⽰基準（平成１２年８⽉３１⽇農林⽔産省告⽰第１１６３号）に
基づき表⽰を付す者にあつては（１）、（３）及び（５）の表⽰を、それ
ぞれ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１）⼟壌改良資材の名称
（２）⼟壌改良資材の種類
（３）表⽰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４）製造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製造業者に限る。）
（５）正味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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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肥料取締法第１７条の規定に基づく⽣産業者保証票若しくは輸⼊業者保
証票を付す者⼜は同法第１８条第１項の規定に基づく販売業者保証票を付
す者にあつては原料に関する表⽰を、特殊肥料の品質表⽰基準に基づき原
料⼜は⽔分含有量を表⽰する者にあつては原料⼜は⽔分の含有率の表⽰
を、それぞれ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別紙

試験⽅法
１ 泥炭及び腐植酸質資材の試験⽅法
（１）供試試料の調製
 試料約５００ｇを粉砕機（２ｍｍ網⽬を使⽤する。）で粉砕し、よく混

合する。その中から約２０ｇをとり、更に微粉砕し、０．５ｍｍの網
ふるいをすべて通過させたものを供試試料とする。

（２）⽔分
 供試試料約２ｇ（Ｓ１）をはかりびんに正確にとり、１０５℃で４時間

乾燥し、その減量（ａ）を⽔分とする。⽔分の含有率は、次式により
算出する。

水分含有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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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有機物
 供試試料約２ｇ（Ｓ２）を磁製るつぼに正確にとり、５５０〜６００℃

で４時間加熱し、強熱残分（ｂ）を測定する。有機物の含有率は、次
式により算出する。

有機物の含有率水分の含有率

×

建物当たり有機物の含有率×水分の含有率
×

×

（４）腐植酸
ア 試薬の調製
（ア）界⾯活性剤含有４％塩酸液
 適量の精製⽔に特級塩酸１００mlを加え、これに５００ｍｇのラウリル

硫酸ナトリウムを加えた後、更に精製⽔を加えて正確に１ｌとする。
（イ）界⾯活性剤含有０．０４％塩酸液
 界⾯活性剤含有４％塩酸液１０mlを正確にとり、これに精製⽔を加えて

正確に１ｌとする。
（ウ）１％⽔酸化ナトリウム液
 ⽔酸化ナトリウムｌ０ｇを精製⽔に溶かして正確に１ｌとする。
（エ）２０％塩酸液
 特級塩酸と精製⽔を容量⽐１対１の割合で混合する。
イ 操作
 供試試料約１〜２ｇ（Ｓ３）を容量１００mlの共栓付きガラス遠沈管に

正確にとり、これに界⾯活性剤含有４％塩酸液５０mlを加えて、発泡
が静まるまで振り混ぜる。次に、これに栓をして１時間振り混ぜ、遠
⼼分離した後、上澄み液だけを除去する。

 ついで、界⾯活性剤含有０．０４％塩酸液５０mlを加え、栓をして１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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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激しく振り混ぜ、遠⼼分離した後、上澄み液だけを除去する。この
洗浄操作を更に１回繰り返す。

 洗浄操作を終えた沈殿物に１％⽔酸化ナトリウム液５０mlを加え、栓を
して１時間振り混ぜ、遠⼼分離した後、上澄み液だけを容量３００ml
のビーカーに移す。この操作を更に２回繰り返し、上澄み液の合計量
を腐植酸抽出液とする。

 腐植酸抽出液に２０％塩酸液を加えて、ｐＨを１．０になるように調製
する。１時間放置後、ビーカーの内容物を容量１００mlの遠沈管に移
して遠⼼分離した後、上澄み液だけを除去する。沈殿物に精製⽔５０
mlを加え、栓をして１分間激しく振り混ぜ、遠⼼分離した後、上澄み
液だけを除去する。この洗浄操作を更に２回繰り返す。

 遠沈管を１０５℃で４時間乾燥し、その内容物の重量（ｃ）を求める。
また、乾燥した内容物の⼀定量（Ｓ４）を磁製るつぼに正確にとり、
５５０〜６００℃で４時間加熱し、強熱減量（ｄ）を求める。

ウ 計算
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率

××水分の含有率×建物たりの有機物の含有率
×××

２ バークたい肥の試験⽅法
（１）供試試料の調製
 試料約２００ｇを粉砕し、４ｍｍの網ふるいをすべて通過させたものを

供試試料とする。
（２）⽔分
 １の（２）の⽅法による。
（３）有機物
 １の（３）の⽅法による。
３ ⽊炭及びけいそう⼟焼成粒の試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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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供試試料の採取
 気乾状態のものから、四分法によって縮分し、約２ｌを供試試料とす

る。
（２）単位容積質量
ア 装置
 容積を計量する容器は、内径１４ｃｍ、内⾼１３ｃｍの⾦属製の円筒形

容器（容量２ｌ）を⽤いる。容器の容量は、これを満たすに要する⽔
の質量を正確に測って、これを算出する。また、はかりは１ｇの精度
を有するものを⽤いる。

イ 操作
 ⼩形ショベルで試料をすくい、容器に落差をつけないで、かつ、⼤⼩粒

が分離しないように移し⼊れ、あふれるまで満たす。次に、試料の表
⾯を軽く定規でならす。この場合、容器の上⾯から粗粒のはなはだし
い突起がある場合には、突起がその⾯の⼤きいへこみと同じ程度にな
るようにならす。

 容器中の試料の質量を測り、容器の容積でこれを割って単位容積質量を
算出する。

 同⼀試料について２回試験を⾏い、その平均値（ｋｇ／ｌ）を算出す
る。その試験結果の差がその平均値の３％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３％を超える場合には、試料の採取から再試験を⾏わなければならな
い。

４ ゼオライトの試験⽅法
（１）供試試料の調製
 試料を磁製乳鉢にとり、粉砕し、０．５ｍｍの網ふるいをすべて通過さ

せたものを供試試料とする。
（２）⽔分
 １の（２）の⽅法による。
（３）陽イオン交換容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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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装置
 図に⽰す⼟壌浸出装置を⽤いる。
      Ａ：洗浄液容器
      Ｂ：浸透管
      Ｃ：受器
イ 試薬等の調製
（ア）１規定酢酸アンモニウム液
 特級アンモニア⽔（⽐重０．９）６７mlに精製⽔を加えて正確に５００

mlとし、２規定アンモニア液を調製する。次に特級酢酸（純度９９％
以上）５８mlに精製⽔を加えて正確に５００mlとし、２規定酢酸液を
調製する。２規定アンモニア液と２規定酢酸液を容量⽐１対１の割合
で混合し、必要があればアンモニア⽔⼜は酢酸液でｐＨが７になるよ
うに調製する。  

（イ）８０％メチルアルコール液
 特級メチルアルコール８００mlに精製⽔２００mlを加えた後、ＢＴＢ

（ブロムチモルブルー）試験紙を⽤いてアンモニア⽔でｐＨが７にな
るように調製する。

（ウ）１０％塩化ナトリウム液
 特級塩化ナトリウム１００ｇに精製⽔を加えて正確に１ｌとする。
（エ）ろ紙パルプ
 細断したろ紙を熱湯中でかき混ぜて調製する。
（オ）けい砂粉末
 海砂（試薬）を粉砕し、２５０μｍ程度の粒径のものを集め、２０％塩酸

液を加え、７０℃で１時間加熱した後、精製⽔で⼗分に洗浄する。こ
れを８００℃で２時間加熱し、放冷する。

ウ 操作
 浸透管の下部に脱脂綿の⼩⽚で⽀持層を作り、その上にろ紙パルプを詰

めて厚さ約５ｍｍの平らなろ過⾯を作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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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浸透管の下端をパラフィルムで封じ、浸透管に１規定酢酸アンモニウム
液を⼊れる。試料約１ｇ（ｓ）を正確にとり、これとけい砂粉末約４
ｇを層ができるように交互に落下沈降させる。浸透管のパラフィルム
を外して受器に連結し、１規定酢酸アンモニウム液１００mlを洗浄液
容器に⼊れ、４時間以上で浸透し終えるよう滴下速度を調節する。

 滴下終了後、受器に替えて８０％メチルアルコール液で浸透管の上部内
壁を洗い込み、更に８０％メチルアルコール液５０mlで浸透滴下し、
過剰の酢酸アンモニウム液を除去する。

 更に、受器を替えて１０％塩化ナトリウム液１００mlを浸透滴下し、試
料に吸着されているアンモニウムイオンを溶脱させる。得られた塩化
ナトリウム浸出液を２００mlのメスフラスコに移し、少量の精製⽔で
洗い込んだ後、精製⽔を加えて正確に２００mlとする。その⼀定量
（ａml）を正確にとり、常法によりアンモニウムイオンの量（ｂme
q）を測定する。

エ 計算

陽イ才ン交換容量×
××

建物当たりの陽イ才ン交換容量×水分の含有率
×××

５ バーミキュライトの試験⽅法
単位容積質量
 ⽇本⼯業規格Ａ５００９の単位容積重量の試験⽅法によるものとする。

６ パーライトの試験⽅法
単位容積質量
 ⽇本⼯業規格Ａ５００７の単位容積質量の試験⽅法によるものとする。

７ ベントナイトの試験⽅法
（１）⽔分
 １の（２）の⽅法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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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膨潤⼒
 試料約２ｇ（Ｓ）を正確にとり、精製⽔１００mlを⼊れた１００mlの共

栓付きメスシリンダーに加える。この場合、加えた試料が内壁に付着
しないように注意する。また、試料が⼗分吸⽔及び分散するように１
回の添加量を調節するとともに、前に加えた試料のほとんどが沈降し
てから次の試料を加える。

 試料を加え終わつたら栓をし、２４時間静置後、メスシリンダーの下部
に堆積した容積（ａml）を読み取る。

 膨潤⼒は、次式により算出する。

팽윤력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膨潤力 
×

建物当膨潤力 ×水分の含有率
××

８ ＶＡ菌根菌資材の試験⽅法
（１）供試試料の調製
 バーミキュライト５０ｃｍと標準的な施⽤量に相当する量の資材を容器

に詰め、試験植物をは種したものを供試試料とする。
（２）栽培
 温度２５℃、照度１５，０００〜２０，０００ルクスで１６時間／⽇以

上の条件下で試験植物を４週間通常の管理により栽培する。
（３）共⽣率の測定
 栽培後、試験植物の根（以下「植物根」という。）を分離し、⽔洗いす

る。植物根のみ⼊った試験管に１０％⽔酸化カリウム溶液を植物根が
完全に浸るまで⼊れ、９０℃以上の熱⽔中に試験管を浸し、温度を保
ちながら植物根が透きとおるようになるまで放置する。⽔酸化カリウ
ム溶液を除去し、⽔洗い後、試験管内に５％塩酸を植物根が完全に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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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まで⼊れ、常温で１０分程度放置する。塩酸除去後、染⾊液（アニ
リンブルーまたはトリバンブルーを０．１％）を植物根が完全に浸る
まで⼊れ、９０℃以上の熱⽔中に３０分程度放置する。植物根を、ｌ
ｃｍ程度の間隔のグリッドライン⼊りのシャーレに移し、顕微鏡下で
共⽣率を測定する。

 共⽣率は、次式により算出する。
共生率

=
植物根とゲりッドライの交差点數のうちVA菌根菌 共生していゐ 點數

×100
植物根のゲりッドライの交差点數

 ただし、植物根とグリッドラインの交差点数は無作為に１００ヶ所以上
カウントするものとし、共⽣率は、３サンプル以上の平均値を⽤いる
ものとする。

９ ポリエチレンイミン系資材の試験⽅法
粘度
 試験液の成分濃度を質量百分率３％に調製した後、⽇本⼯業規格Ｋ６８

３３の粘度の測定⽅法により測定するものとする。
10 ポリビニルアルコール系資材の試験⽅法

平均重合度
 ⽇本⼯業規格Ｋ６７２６の平均重合度の試験⽅法によるものとする。

泥炭及び腐植酸質資材の試験⽅法に関する留意事項等について
昭和６０年３⽉１⽇
農林⽔産省農蚕園芸局農産課⼟壌保全班
 泥炭及び腐植酸質資材の中には、⽔分の含有率が⾮常に⾼いもの、腐植

酸の含有率が極めて少ないもの、低分⼦のもの⾼分⼦のもの等腐植酸
の形態に種々のものがあるため、資材によっては試験測定誤差が著し
く⼤きくなる傾向が認められる。従って、⼟壌改良資材品質表⽰基準
（昭和５９年農林⽔産省告⽰第２００２号）別表（以下「表⽰基準別
紙」という。）の１の⽅法では操作上著しい困難を伴う資材の試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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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については、当⾯下記により取り扱って差し⽀えないこととしたの
で連絡する。

記
１ 供試試料の調製について
① ⽔分の含有率が⾼く粉砕が困難な資材については、⾵乾試料（原試料を

⾵乾したもの）を粉砕する。この場合、当該資材の⾵乾前後の⽔分の
含有率をあらかじめ測定しておくものとする。

② ⾵乾試料を⽤いて有機物の含有率等を試験した場合には、次式により⽔
分補正を⾏うものとする。

有機物の含有率율  

×


×

建物当有機物たりの含有率  ×
×

×

 ただし、ここでＳ２、Ｖ１、Ｖ２は次のとおりである。
Ｓ２：⾵乾供試料の重量（ｇ）
Ｖ１：原試料（未⾵乾試料）の⽔分の含有率（％）
Ｖ２：⾵乾供試試料の⽔分の含有率（％）
２ 腐植酸の試験⽅法について
（１）（略）
（２）分解が進んだ⽐較的低分⼦の腐植酸であること等のために表⽰基準

別紙１の（４）のイの精製⽔による洗浄に際して沈殿物が溶解、浮上
する場合には、精製⽔５０ml３回の替わりに塩酸液（４＋１０００）
２５mlで２回洗浄することとして差し⽀えない。ただし、この場合、
洗浄操作を終了した後の遠沈管の乾燥温度及び時間は１００℃で恒量
に達するまでとするものとする。

（３）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が低いこと等により表⽰基準別紙 １の
（４）のイの内容物の重量（ｃ）⼜は強熱減量（ｄ）が著しく⼩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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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合には、「また、乾燥した内容物の⼀定量（Ｓ４）を磁製るつぼに
正確にとり、５５０〜６００℃で４時間加熱し、強熱減量（ｄ）を求
める。」の操作は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なお、この場合の有機物中の腐植酸の含有率は、

×水分の含有率×建物当有機物たりの含有率
×××

である。また、⽔分の含有率が⾼いため⾵乾供試試料 を使⽤した場合に
は、上記計算式の⽔分の含有率は⾵乾供試試料のそれ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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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特殊肥料を指定する件

昭和２５年６⽉２０⽇農林省告⽰第１７７号  施⾏ 即⽇ 
この間４８回改正
改正 平成１３年 ５⽉１０⽇農林省告⽰第 ６３９号 施⾏ 平成１３年 ６⽉１０⽇
改正 平成１３年１０⽉１５⽇農林省告⽰第１３７５号 施⾏ 即⽇
改正 平成１６年 １⽉１５⽇農林省告⽰第  ７０号 施⾏ 平成１６年 ５⽉ １⽇
改正 平成１６年 ４⽉２３⽇農林省告⽰第 ９７０号 施⾏ 平成１６年 ５⽉２５⽇
改正 平成１６年１０⽉２５⽇農林省告⽰第１９２５号 施⾏ 平成１６年１１⽉ １⽇
改正 平成１７年 ２⽉ ７⽇農林省告⽰第 ２５３号 施⾏ 平成１７年 ３⽉ ９⽇
改正 平成２４年 ８⽉ ８⽇農林省告⽰第１９８７号 施⾏ 平成２４年 ９⽉ ７⽇
改正 平成２６年 ９⽉ １⽇農林省告⽰第１１４７号 施⾏ 平成２６年１０⽉ １⽇ 

一　肥料取締法第二条第二項の特殊肥料

（イ）左に掲げる肥料で粉末にしないもの
⿂かす（⿂荒かすを含む。以下同じ。）
⼲⿂肥料
⼲蚕蛹
甲殻類質肥料
蒸製⾻
（脱こう⾻を含み、⽜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肥料取締法

施⾏規則（昭和⼆⼗五年農林省令第六⼗四号）第⼀条第⼀号ホに規定
するところにより⽜、めん⽺、⼭⽺及び⿅による⽜由来の原料を原料
として⽣産された肥料の摂取に起因して⽣ずるこれらの家畜の伝達性



447

海綿状脳症の発⽣を予防するための措置（以下「管理措置」とい
う。）が⾏われたものに限り、かつ、⽜の部位（⽜由来の原料のう
ち、⾁（⾷⽤に供された後に、⼜は⾷⽤に供されずに肥料の原料とし
て使⽤される⾷品である⾁に限る。）、⾻（⾷⽤に供された後に、⼜
は⾷⽤に供されずに肥料の原料として使⽤される⾷品である⾻に限
る。）、⽪、⽑、⾓、蹄(てい)及び臓器（⾷⽤に供された後に、⼜は⾷
⽤に供されずに肥料の原料として使⽤される⾷品である臓器に限
る。）以外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
⽜（⽉齢が三⼗⽉以下の⽜（出⽣の年⽉⽇から起算して三⼗⽉を経過
した⽇までのものをいう。）を除く。）の脊柱（背根神経節を含み、
頸(けい)椎横突起、胸椎横突起、腰椎横突起、頸(けい)椎棘(きよく)突
起、胸椎棘(きよく)突起、腰椎棘(きよく)突起、仙⾻翼、正中仙⾻稜
(りよう)及び尾椎を除く。）及びと畜場法（昭和⼆⼗⼋年法律第百⼗四
号）第⼗四条の検査を経ていない⽜の部位（以下「脊柱等」とい
う。）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
いて製造されたものに限る。）

蒸製てい⾓（⽜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
れたものに限る。）

⾁かす（⽜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
のに限り、かつ、⽜の部位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脊柱等が混合
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に限る。）

⽺⽑くず
⽜⽑くず（⽜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

たものに限る。）
粗砕⽯灰⽯
（ロ）
⽶ぬ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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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酵⽶ぬか
発酵かす（⽣産⼯程中に塩酸を使⽤しないしよう 油かすを除く。以下同

じ。）
アミノ酸かす（廃糖蜜アルコール発酵濃縮廃液で処理したものを含み、遊

離硫酸の含量〇・五パーセント以上のものを除く。）
くず植物油かす及びその粉末（植物種⼦のくずを原料として使⽤した植物

油かす及びその粉末をいう。）
草本性植物種⼦⽪殻油かす及びその粉末
⽊の実油かす及びその粉末（カポツク油かす及びその粉末を除く。以下同

じ。）
コーヒーかす
くず⼤⾖及びその粉末（くず⼤⾖⼜は⽔ぬれ等により変質した⼤⾖を加熱

した後圧ぺんしたもの及びその粉末をいう。）
たばこくず肥料及びその粉末（変性しないたばこくず肥料粉末を除く。）
乾燥藻及びその粉末
落棉分離かす肥料
よもぎかす
草⽊灰（じんかい灰を除く。）
くん炭肥料
⾻炭粉末（⽜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

ものに限り、かつ、⽜の部位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脊柱等が混
合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
れたものに限る。）

⾻灰（⽜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の
に限り、かつ、⽜の部位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脊柱等が混合し
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れた
ものに限る。）

セラツクか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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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かわかす（オセインからゼラチンを 抽出したかすを乾燥したものを除
き、⽜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置が⾏われたも
のに限り、かつ、⽜の部位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脊柱等が混合
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れ
たものに限る。）

⿂鱗（蒸製⿂鱗及びその粉末を除く。）
家きん加⼯くず肥料（蒸製⽑粉（⽻を蒸製したものを含む。）を除く。）
発酵乾ぷん肥料（し尿を嫌気性発酵で処理して得られるものをいう。以下

同じ。）
⼈ぷん尿（凝集を促進する材料（以下「凝集促進材」という。）⼜は悪臭

を防⽌する材料（以下「悪臭防⽌材」という。）を加え、脱⽔⼜は乾
燥したものを除く。）

動物の排せつ物
動物の排せつ物の燃焼灰
堆肥（わら、もみがら、樹⽪、動物の排せつ物その他の動植物質の有機質

物（汚泥及び⿂介類の臓器を除く。）を堆積⼜は攪拌し、腐熟させた
もの（尿素、硫酸アンモニアその他の腐熟を促進する材料を使⽤した
ものを含む。）をいい、⽜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
理措置が⾏われたものに限り、かつ、⽜の部位を原料とするものにつ
いては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産⼤⾂の確認を受けた⼯
程において製造されたものに限る。）

グアノ（窒素質グアノを除く。）
発泡消⽕剤製造かす（てい⾓等を原料として消⽕剤を製造する際に⽣ずる

残りかすをいい、⽜由来の原料を原料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管理措
置が⾏われたものに限る。）

⾙殻肥料（⾙粉末及び⾙灰を含む。）
⾙化⽯粉末（古代にせい息した⾙類（ひとで類⼜はその他の⽔せい動物類

が混在したものを含む。）が地中に埋没堆積し、⾵化⼜は化⽯化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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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のの粉末をいう。以下同じ。）
製糖副産⽯灰
⽯灰処理肥料（果実加⼯かす、⾖腐かす⼜は焼酎蒸留廃液を⽯灰で処理し

たものであつて、乾物１キログラムにつきアルカリ分含有量が250グラ
ムを超えるものをいう。）

含鉄物（褐鉄鉱（沼鉄鉱を含む。）、鉱さい（主として鉄分の施⽤を⽬的
とし、鉄分を百分の⼗以上含有するものに限る。）、鉄粉及び岩⽯の
⾵化物で鉄分を百分の⼗以上含有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微粉炭燃焼灰（⽕⼒発電所において微粉炭を燃焼する際に⽣ずるよう融さ
れた灰で煙道の気流中及び燃焼室の底の部分から採取されるものをい
う。ただし、燃焼室の底の部分から採取されるものにあつては、３ミ
リメートルの網ふるいを全通す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

カルシウム肥料（主としてカルシウム分の施⽤を⽬的とし、葉⾯散布に⽤
いるものに限る。）

⽯こう（りん酸を⽣産する際に副産されるものに限る。）
⼆ 肥料取締法第三⼗五条第⼀項前段の肥料
⼯業⽤ 硫酸アンモニア、塩化アンモニア、硝酸アンモニア、硝酸ソーダ、

尿素、⽯灰窒素、硝酸アンモニアソーダ肥料、硝酸苦⼟肥料、グリオ
キサール縮合尿素、液状窒素肥料、りん酸苦⼟肥料、液体りん酸肥
料、熔成汚泥灰けい酸りん肥、鉱さいりん酸肥料、副産りん酸肥料、
混合りん酸肥料、硫酸加⾥、塩化加⾥、混合加⾥肥料、蒸製てい⾓
粉、⽣⾻粉、⼤⾖油かす及びその粉末、落花⽣油かす及びその粉末、
たばこくず肥料及びその粉末、とうもろこし浸漬液肥料、化成肥料、
配合肥料、熔成汚泥灰複合肥料、⽣⽯灰、消⽯灰、炭酸カルシウム肥
料、副産⽯灰肥料、混合⽯灰肥料、鉱さいけい酸質肥料、軽量気泡コ
ンクリート粉末肥料、シリカゲル肥料、けい灰⽯肥料、硫酸苦⼟肥
料、⽔酸化苦⼟肥料、酢酸苦⼟肥料、炭酸苦⼟肥料、副産苦⼟肥料、
硫酸マンガン肥料、副産マンガン肥料、液体副産マンガン肥料、ほ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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酸塩肥料、ほう酸肥料、下⽔汚泥肥料、し尿汚泥肥料、⼯業汚泥肥
料、混合汚泥肥料、焼成汚泥肥料、硫⻩及びその化合物、粗砕⽯灰
⽯、⽊の実油かす及びその粉末、微粉炭燃焼灰、カルシウム肥料、⽯
こう、含鉄物

飼料⽤ 尿素、イソブチルアルデヒド縮合尿素、焼成りん肥、液体りん酸肥
料、副産りん酸肥料、塩化加⾥、⿂かす及びその粉末、⼲⿂肥料及び
その粉末、⿂節煮かす、蒸製⿂鱗及びその粉末、⼲蚕蛹及びその粉
末、蚕蛹油かす及びその粉末、とうもろこしはい芽及びその粉末、⼤
⾖油かす及びその粉末、なたね油かす及びその粉末、わたみ油かす及
びその粉末、落花⽣油かす及びその粉末、あまに油かす及びその粉
末、ごま油かす及びその粉末、⽶ぬか油かす及びその粉末、その他の
草本性植物油かす及びその粉末（ひまわり油かす及びその粉末、サッ
フラワー油かす及びその粉末、ニガー油かす及びその粉末並びにえご
ま油かす及びその粉末に限る。）、カポック油かす及びその粉末、と
うもろこしはい芽油かす及びその粉末、⾖腐かす乾燥肥料、えんじゆ
かす粉末、とうもろこし浸漬液肥料、乾燥菌体肥料（乾燥酵⺟に限
る。）、⿂廃物加⼯肥料（蒸製⽪⾰粉、たばこくず肥料若しくはその
粉末若しくは泥炭を原料として使⽤するもの⼜は悪臭防⽌材を使⽤す
るものを除く。）、副産動物質肥料、副産植物質肥料、混合有機質肥
料（蒸製⽪⾰粉、ひまし油かす粉末、たばこくず肥料粉末、乾燥菌体
肥料（⾷品⼯業、パルプ⼯業、発酵⼯業⼜はゼラチン⼯業の排⽔を活
性スラッジ法により浄化する際に得られる菌体を加熱乾燥したものに
限る。）、加⼯家きんふん肥料⼜は⿂廃物加⼯肥料（蒸製⽪⾰粉、た
ばこくず肥料若しくはその粉末若しくは泥炭を原料として使⽤するも
の⼜は悪臭防⽌材を使⽤するものに限る。）を原料として使⽤するも
のを除く。）、化成肥料、シリカゲル肥料、硫酸苦⼟肥料、炭酸苦⼟
肥料、硫酸マンガン肥料、⽶ぬか、発酵かす、⽊の実油かす及びその
粉末（パーム核油かす及びその粉末に限る。）、⾙化⽯粉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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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に掲げる肥料には、造粒、成形及び圧ぺんしたものを含む。

附則（平成26年 9月 1日農林省告示第1147号）
１ この告⽰は、平成２６年１０⽉１⽇から施⾏する。
２ この告⽰による改正後の昭和⼆⼗五年六⽉⼆⼗⽇農林省告⽰第百七⼗七

号の⼀の（イ）及び（ロ）に規定する確認は、この告⽰の施⾏前にお
いてもこの告⽰による改正後の⼀の（イ）及び（ロ）の規定の例によ
り⾏う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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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特殊肥料の品質表示基準を定める件

   平成12年 8⽉31⽇ 農林⽔産省告⽰第1163号 施⾏ 平成12年10⽉ 1⽇
改正 平成13年10⽉15⽇ 農林⽔産省告⽰第1377号 施⾏ 即⽇
   平成16年 1⽉15⽇ 農林⽔産省告⽰第 72号 施⾏ 平成16年 5⽉ 1⽇
   平成16年10⽉25⽇ 農林⽔産省告⽰第1926号 施⾏ 平成16年10⽉25⽇
   平成17年 2⽉28⽇ 農林⽔産省告⽰第 364号 施⾏ 平成17年 4⽉ 1⽇
   平成26年 9⽉ 1⽇ 農林⽔産省告⽰第1151号 施⾏ 平成26年10⽉ 1⽇

肥料取締法（昭和⼆⼗五年法律第百⼆⼗七号）第⼆⼗⼆条の⼆第⼀項の規定
に基づき、特殊肥料についての表⽰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次のように定
め、平成⼗⼆年⼗⽉⼀⽇から施⾏する。 

特殊肥料の品質表示基準

第１ 表⽰事項
 特殊肥料の品質に関し表⽰すべき事項（以下「表⽰事項」という。）

は、別表のとおりとする。
第２ 遵守事項
１ 表⽰事項の表⽰の⽅法
 第１に規定する表⽰事項の表⽰に際しては、⽣産業者、輸⼊業者⼜は販

売業者は、次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肥料の名称
 当該肥料の⽣産業者⼜は輸⼊業者が肥料取締法（昭和25年法律第127

号。以下「法」という。）第22条第１項の規定に基づき都道府県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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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届け出た肥料の名称とすること。
(2) 肥料の種類
 別表の肥料の種類の項に掲げる名称を⽤いること。ただし、堆肥（汚泥

⼜は⿂介類の臓器を原料として⽣産されるものを除く。）にあって
は、「堆肥」と表⽰することができる。

(3) 届出をした都道府県
 ⽣産業者⼜は輸⼊業者にあっては法第22条第１項の規定に基づき届け出

た都道府県を、販売業者にあっては法第23条の規定に基づき届け出た
都道府県を、それぞれ表⽰すること。

(4) 表⽰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表⽰者は、当該表⽰を⾏った⽣産業者、輸⼊業者⼜は販売業者とするこ

と。
(5) 正味重量
 正味重量は、キログラム単位で記載すること。ただし、容積量をリット

ル単位で併記することができる。
(6) ⽣産（輸⼊）した年⽉
ア 次の例のいずれかにより記載すること。
(ア) 平成12年４⽉
(イ) 12.4
(ウ) 2000.4
イ  ⽣産し、⼜は輸⼊した年⽉を販売業者が知らないときは、「⽣産（輸

⼊）した年⽉」を「表⽰をした年⽉」として、表⽰をした年⽉を記載
すること。

(7) 原料
ア 原料名は、「鶏ふん」、「もみがら」等最も⼀般的な名称をもって記載

すること。
イ ⽣産に当たって使⽤された重量の⼤きい原料から順に、その旨を明記し

て次に掲げる例により記載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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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 ⽣産に当たって動物由来たん⽩質（飼料及び飼料添加物の成分規格等に
関する省令（昭和51年農林省令第35号）別表第１の２の(1)のア、イ
⼜はウに定めるほ乳動物由来たん⽩質、家きん由来たん⽩質⼜は⿂介
類由来たん⽩質をいう。）が使⽤されたもの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
場合の区分に応じ、それぞれ次に定め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

(ア) ⽜由来の原料を含まない場合
 この肥料には、動物由来たん⽩質が⼊っていますから、家畜等の⼝に⼊

らないところで保管・使⽤して下さい。
(イ) ⽜由来の原料を含む場合
 この肥料には、⽜由来たん⽩質が⼊っていますから、家畜等の⼝に⼊ら

ないところで保管・使⽤し、家畜等に与えたり、牧草地等に施⽤した
りしないで下さい。

エ  昭和25年６⽉20⽇農林省告⽰第177号（肥料取締法に基づき特殊肥料
等を指定する件）の⼀の(ｲ)若しくは(ﾛ)⼜は昭和61年２⽉22⽇農林⽔
産省告⽰第284号（肥料取締法に基づき普通肥料の公定規格を定める等
の件）の四の(1)若しくは(2)の表に規定する農林⽔産⼤⾂の確認を受け
た⼯程において製造されたものについては、その旨を記載すること。

オ ⽣産に当たって腐熟を促進する材料が使⽤されたものについては、その
材料の名称を記載すること。

カ  ⽣産に当たって肥料取締法施⾏規則（昭和25年農林省令第64号）第１
条第１号ホの摂取の防⽌に効果があると認められる材料が使⽤された
ものについては、その材料の名称及び使⽤量を記載すること。

キ アからカまでの記載は、次の表に掲げる例により記載すること。
（原料）
⽜ふん、鶏ふん、⾁⾻粉、わら類、樹⽪、⾻炭粉末
備考：１ ⽣産に当たって使⽤された重量の⼤きい順である。
  ２ この肥料には、⽜由来たん⽩質が⼊っていますから、家畜等の⼝に

⼊らないところで保管・使⽤し、家畜等に与えたり、牧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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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表⽰の単位 誤差の許容範囲
窒素全量 パーセント（％） 表⽰値が３パーセント以上の場合は、表

⽰値のプラス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表⽰値が３パーセント未満の場合は、プ
ラスマイナス0.3パーセント

りん酸全量 パーセント（％）

加⾥全量 パーセント（％）

銅全量 １キログラム当たりミリ
グラム（mg／kg）

表⽰値のプラスマイナス30パーセント

亜鉛全量 １キログラム当たりミリ
グラム（mg／kg）

表⽰値のプラスマイナス30パーセント

⽯灰全量 パーセント（％） 表⽰値のプラス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炭素窒素⽐  ― 表⽰値のプラスマイナス30パーセント
⽔分含有量 パーセント（％） 表⽰値のプラスマイナス10パーセント

   地等に施⽤したりしないで下さい。
  ３ ⾁⾻粉及び⾻炭粉末は、⽜の脊柱等が混合しないものとして農林⽔

産⼤⾂の確認を受けた⼯程において製造されたものであ
   る。
  ４ 腐熟を促進するために尿素を使⽤したものである。
  ５ ⽜、めん⽺、⼭⽺及び⿅による摂取を防⽌するために消⽯灰を５％

使⽤したものである。 
(8) 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
ア 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は、別紙の測定⽅法による測定結果に基づき、次

の表の左欄に掲げる項⽬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中欄に掲げる表⽰の
単位を⽤いて現物当たりの数値で記載すること。この場合において、
表⽰値の誤差の範囲は、同表の右欄に掲げるとおりとする。

イ 現物当たりの数値で記載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には、「主要な成分の含
有量等」を「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乾物当たり）」として、乾物当
たりの数値及び⽔分含有量を記載すること。

ウ 窒素全量、りん酸全量⼜は加⾥全量については、現物当たりの含有量の
測定結果が0.5％未満である場合には、「0.5％未満」と記載すること
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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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表示の様式等

(1) 表⽰は、容器⼜は包装を⽤いる場合にあっては肥料の最⼩販売単位ご
とにその外部の⾒やすい箇所に次の様式により表⽰事項を印刷するか
⼜は同様式により表⽰事項を記載した書⾯を容器若しくは包装から容
易に離れない⽅法で付すことにより、容器⼜は包装を⽤いない場合にあっ

     ては当該書⾯を付すことにより⾏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1)の様式の枠内には、別表の肥料の種類ごとの表⽰事項以外の事項を

記載してはならない。
(3) 肥料の正味重量が６キログラム未満の場合には、(1)の様式の⼨法は、

適宜とする。
(4) 表⽰に⽤いる⽂字の⾊、⼤きさ等は、次に掲げるところによらなけれ

ばならない。
ア 表⽰に⽤いる⽂字の⾊は、背景の⾊と対照的な⾊とすること。
イ 表⽰に⽤いる⽂字は、消費者の⾒やすい⼤きさ及び書体と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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肥料の種類 表⽰事項

堆肥（汚泥⼜は⿂介類の臓器を原料として
⽣産されるものを除く。）

⼀般表⽰事項
原料
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
窒素全量
りん酸全量
加⾥全量
銅全量
亜鉛全量
⽯灰全量
炭素窒素⽐
⽔分含有量

動物の排せつ物

(5) ⽣産若しくは輸⼊⼜は表⽰した年⽉を(1)の様式に従い記載することが
困難な場合には、「⽣産（輸⼊）した年⽉」の欄に記載箇所を表⽰の
上、他の箇所に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6) 原料を(1)の様式に従い記載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には、「原料」の欄
に記載箇所を表⽰の上、他の箇所に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別表（第１関係）

備考
１ ⼀般表⽰事項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肥料の名称
(2) 肥料の種類
(3) 届出をした都道府県
(4) 表⽰者の⽒名⼜は名称及び住所
(5) 正味重量
(6) ⽣産（輸⼊）した年⽉
２ 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については、銅全量にあっては豚ぷんを原料とし

て使⽤するものであって現物１キログラム当たり300ミリグラム以上含
有する場合に限り、亜鉛全量にあっては豚ぷん⼜は鶏ふんを原料と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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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使⽤するものであって現物１キログラム当たり900ミリグラム以上含
有する場合に限り、⽯灰全量にあっては⽯灰を原料として使⽤するも
のであって現物１キログラム当たり150グラム以上含有する場合に限
り、⽔分含有量にあっては乾物当たりで表⽰する場合に限り、それぞ
れ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

別紙（第２関係）
主要な成分の含有量等の測定⽅法
１ 窒素全量
 ケルダール法によって供試試料中の窒素の量を定量し、これの供試試料

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を窒素全量とする。ただし、硝酸性窒素
を含有する場合は、前処理として硝酸性窒素をアンモニア性窒素に還
元するものとする。

２ りん酸全量
 供試試料を灰化した後、塩酸で溶解し、その溶解液中のりん酸（Ｐ２Ｏ

５）の量をバナドモリブデン酸アンモニウム法等によって定量し、こ
れの供試試料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をりん酸全量とする。

３ 加⾥全量
 供試試料を炭化した後、塩酸で溶解し、その溶解液中の加⾥（Ｋ２Ｏ）

の量を原⼦吸光測定法等によって定量し、これの供試試料の重量に対
する百分率（％）を加⾥全量とする。

４ 銅全量
 供試試料を湿式分解法によって溶解し、その溶解液中の銅（Ｃｕ）の量

を原⼦吸光測定法等によって定量し、供試試料１キログラム当たりの
重量（mg）を銅全量とする。

５ 亜鉛全量
 供試試料を湿式分解法によって溶解し、その溶解液中の亜鉛（Ｚｎ）の

量を原⼦吸光測定法等によって定量し、供試試料１キログラム当たり
の重量（mg）を亜鉛全量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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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灰全量
 供試試料を灰化した後、塩酸で溶解し、その溶解液中の⽯灰（ＣａＯ）

の量を原⼦吸光測定法等によって定量し、これの供試試料の重量に対
する百分率（％）を⽯灰全量とする。

７ 炭素窒素⽐
 ⼆クロム酸酸化法によって供試試料中の有機炭素を定量し、これの供試

試料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を求め、これを窒素全量で除した値
を炭素窒素⽐とする。

８ ⽔分含有量
 供試試料の重量を計量し、摂⽒100度で５時間乾燥した後再び計量し、

乾燥前の供試試料の重量と乾燥 後の供試試料の重量との差の乾燥前の
供試試料の重量に対する百分率（％）を⽔分含有量とする。ただし、
揮発物を含有する場合は適宜補正する。

附則（平成26年 9⽉ 1⽇ 農林⽔産省告⽰第1150号）
１ この告⽰は、平成２６年１０⽉１⽇から施⾏する。
２ この告⽰の施⾏の⽇前に⽣産され、⼜は輸⼊された⽜由来の原料を原料

として⽣産された特殊肥料については、当該特殊肥料の⽣産業者⼜は
輸⼊業者は、この告⽰の施⾏の⽇前においても、この告⽰による改正
後の特殊肥料の品質表⽰基準の第２の１の（７）のウ（（イ）に係る
部分に限る。）の規定の例により、当該特殊肥料の表⽰事項を表⽰す
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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