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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책

※ 주택구입자금을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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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

입 지원자금

지원자격

농촌지역 전입 만5년 미만자 중 사업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

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인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교육 이수자(100시간 이상)

지원조건(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업창업자금 : 3억 한도

주택구입·신축자금 : 75백만원

농업창업자금 300,000 

주택구입자금 75,000

농축산과 

(850-5383)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귀농신고 후 1년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시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3년이내 신

고

1인/월 200천원, 2인/월 350천원, 3인 이상/월 500천원

210,000
농축산과 

(850-538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가구당 5,000천원 한도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 신청

30,000
농축산과 

(850-5383)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귀농전문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귀농자 교육 훈련비

귀농학교 교육 실비 등

1인당 300천원 한도(연 1회)

1,500
농축산과 

(850-538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

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

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220,400
농축산과 

(850-5382)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농어업의 영농작업 대행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내용 : 70일 도우미 활용 (1인 1일 40천원 지원)

28,000
농축산과 

(850-5384)

출산·보육정책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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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2

년간 지원

첫째아 매월 250천원(600만원)

둘째아 매월 300천원(720만원)

셋째아 이상 매월 450천원(1,080만원)

600,000
보건소 

(850-5672)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원

71,000
보건소 

(850-5672)

신생아 축하물품 지급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20종(이불 등)을 수

납정리함에 담아 전달

발도장액자 제작(아기이름, 출생일시, 태명, 혈액형 등 아가

의 스토리를 담은 액자 제작 지원)

20,300
보건소 

(850-5672)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혹은 150% 이상 출산가정

중 예외기준 대상자 지원

보성군은 분만취약지로 전체출산가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정부지원금(전국공통) + 도비지원(최대190,000원) + 군

비 추가지원(나머지 본인부담금)

38,483
보건소 

(850-5672)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영·유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 지원, 만 19세 미만 환아의 특

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1인당

3백만원~천만원,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 받고 입원·수술

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발달장애 등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

유아에게 20만원~40만원 지원

난청조기진단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외래 선별검사 시 검

사비 및 재판정 후 확진시 검사비 지원,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4개월~71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24개 항목 검진과 구강

검진 지원(보건소, 비용 무료)/li>

6,350
보건소 

(850-5672)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철분제 최대 5개(임신 16주 이상), 엽산제 최대 3개(임신 12

주 이하) 지급
20,300

보건소 

(850-5672)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식품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월 2회 보충식품 지원
55,080

보건소 

(850-5672)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

상으로 기저귀 월 80천원, 조제분유·이유식 월 180천원, 조

제분유추가지원 월 100천원 구매비용 지원

35,000
보건소 

(850-567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

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1,500

보건소 

(850-567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최대 보건소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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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최대

5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지원

23,760
보건소 

(850-567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

료비 지원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가 받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 비용(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1,200

보건소 

(850-5672)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

업

전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대상자에게 시설 이용

료의 70% 감면(2주 이용시 1,540천원 중 1,078천원 지원)
10,780

보건소 

(850-5672)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부부에게 여성 17만원 이내, 남성 9만원 이내 본

인부담금 지원

910
보건소 

(850-5672)

한방 난임치료 사업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약 및 침구 치료, 추적검

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1,260
보건소 

(850-5672)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

비 정부 지원 제외자 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

원(횟수 제한 없음)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3,800
보건소 

(850-5672)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 만0~5세 영유아

내용 : 보육료 전액지원

만0세 : 499천원

만1세 : 439천원

만2세 : 364천원

만3~5세 : 280천원

2,796,832
주민복지과 

(850-5312)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개월~86개월

미만

내용 : 양육수당 지원

12개월미만 : 200천원

24개월미만 : 150천원

24개월~86개월미만 : 100천원

356,924

주민복지과 

(850-5312)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농어업인가구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개월~86개월 미만

내용 : 양육수당 지원

12개월미만 : 200천원

24개월미만 : 177천원

36개월미만 : 156천원

36개월~48개월미만 : 129천원

48개월이상 ∼ 86개월미만: 100천원

주민복지과 

(850-5312)

영아수당 지원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집중돌봄 및 관계 형

성이 중요한 만0~1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

지원

주요내용 : 만0세~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

※ 22년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등)

271,276천원
주민복지과

(850-5312)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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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으로 영아수당

미지원(중복지원 불가)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결혼이주여성

내용 : 산모도우미 지원
6,552천원

주민복지과

(850-5311)

보성군가족센터

(852-2664)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교육기반확충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교과목학력신장사업

대 상 : 보성고, 벌교고, 예당고

내 용 : 고교 방과후 심화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 법 : 수도권 등 우수 대입전문 교육기관 강사 초빙, 심화학

습 추진

300,000
총무과 

(850-5121)

방과후학교 지원
대 상 : 초․중․고교 (34개교)

내 용 : 학교별 방과후 학습 운영비 지원 등
164,000

총무과 

(850-5121)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대 상 : 벌교초, 미력초, 조성초, 회천초

내 용 : 학교별 영어체험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174,284

총무과 

(850-5121)

외국어체험센터
대 상 : 보성남초

내 용 : 거점형 외국어체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100,000

총무과 

(850-5121)

인터넷 영자신문 운영 지

원 (보성군 홈페이지 연

계)

대 상 : 보성군민

내 용 : 인터넷 영자신문 컨텐츠 제공 운영
6,000

총무과 

(850-5121)

인재육성 기반조성
대 상 : 6개 고교

내 용 : 고교별 장학지원 등
60,000

총무과 

(850-5121)

초․중교 무상급식
대 상 : 초․중학교 28개교

내 용 :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570,897

총무과 

(850-5121)

보성영재교육원 지원
대 상 : 보성영재교육원

내 용 : 보성영재교육원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
50,000

총무과 

(850-5121)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내 용 : 온라인 화상을 통한 실시간 영어학습 운영 및 지원 (서

울 노원구 연계)

수 강 료 : 대상별 일부 차등

35,760
총무과 

(850-5121)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대 상 : 보성중, 벌교중

내 용 : 원어민 강사료 지원

90,000 

(도50%,군50%)

총무과 

(850-5121)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

대 상 : 벌교고

내 용 :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9,000 

(도 100%)

총무과 

(850-5121)

명문고 육성 지원

내 용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및 장학지원

대 상 : 관내 고교(2개소)

사업비 : 50,000천원

(http://www.boseong.go.kr)



(재)보성군장학재단 운영

장학금 지급(110명)

내 용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성적우수,특기자, 복지,미

래인재)

사업비 : 129,000천원

지역발전시책지원

내 용 : 원어민외국어강의교사 및 뮤지컬동아리, 우수 학생 국

제 교류 지원

대 상 : 5개교(초2,중1,고2)

사업비 : 42,400천원

221,400
총무과 

(850-5122)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전입자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담당부서

전입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 전입신고자

지원제외 : 우리군에서 전출하여 2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봉투 지급

녹차센터 입욕권 : 1명 10매, 2명~3명 20매, 4명이상 30매

쓰레기 봉투 : 1명당 20ℓ 3매

105,000
기획예산담당관 

(850-5066)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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