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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an administrative district

1읍 13면 177법정리 515행정리 565자연마을 368반

행정조직 an administrative district

1실 16과 1의회 2직속기간 4사업소 1읍 13면

산업경제 an administrative district

산업(농공)단지 (’20년): 3개소, 330천m²

인구 Population

면적 Population

총인구 35,259세대, 68,806명 (‘20. 12월말 기준)
변화추이 1969년 233,803명     2000년 99,358명     2019년 70,354명

합계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2013~2019), 노인인구 22,293명(32.4%)

총면적 1,032.8km²서울면적 (605.21km²)의 1.7배
농경지 350km²(33.9%), 임야 445.1km²(43,1%), 대지 19.5m²(1.9%) 기타 218.2km²(21.1%)

경지면적 및 친환경인증면적  53.47㎢a 전국 최대 규모

기반시설 Population

도로망 (’20년)
국도 3개 노선 185km(95.45%) 지방도 7개 노선 150km(71.8%)
군도 25개 노선 252km(67.54%)
농어촌도로 179개 노선 865km(51.91%)
※포장률(’20년) 평균 71.7%(전남 평균 82.65%)

상하수도 보급 (’20년)
상수도 80.5%(전남평균 91.5%) 하수도 54.1% (전남평균 82.1%)

To find happiness, HAENAM-GUN Population polic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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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1 ���������������

1-1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1-2 전입 장여 기여금 지원 사업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신청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단, 1세대당 6인까지 30만원 지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기타 | 해남군민 혜택 : 주요관광지 입장료 무료(신분증 제시)
- 우항리 공령화석지, 땅끝전망대, 우수영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고산유물전시관, 미로공원, 대흥사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전입일로 부터 1년간)
  - 문화예술회관공연 관람료 감면 50%
  -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50%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기관의 범위: 정부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공공조합, 금융기관
신청 |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자(위임받은 자) 방문신청(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3명~5명: 30만원     6명~10명: 50만원     11명~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주거지원2 ���������������

2-1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해남군 사업)
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신혼부부
    - 2018. 2. 9. 이후 혼인 신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제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대출 이자 2% 지원(최대 1백만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 5년 간 지원 가능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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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전라남도 사업)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군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기준 | (신혼부부) 결혼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1명은 만12세 이하)이상인 경우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정액 최고 15만원, 최대3년)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자 제외

2-3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해남군 사업)
대상 | - (거주·연령) : 관내 거주 청년 (만18세~49세)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주거) :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지원 | 1 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공표 2020. 8. 7)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 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대상 | 관내 거주 만18~39세 이하 노동자 및 사업자
주거 | 관내거주, 월세(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
연령 | 만18~39세
근로 |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노동 중 인 자)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소득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본인주택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연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2-4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전라남도 사업)

4인가구

4,876,290

5인가구

5,757,373

6인가구

6,628,603

7인가구

7,497,198

구 분

금액(원/월)

1인가구

1,827,831

2인가구

3,088,079

3인가구

3,983,9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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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서비스 지원4 ���������������

4-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
지원 | 시술 1회당 20~110만원 범위내 차등 지원
        - 체외수정(신선) 7회, 체외수정(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신청 | 난임시술 시작 전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2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부부 2명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시술방법별 종료자: 체외수정(신선 7호,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시술 종류, 소득에 따라 1회당 20~15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연 2회)
신청 | 난임시술 시작 전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1인기준 최대지원 기간 2년(4회)

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9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 분만 후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결혼지원3 ���������������

3-1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1명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신청 |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 | 결혼 장려금 2,000천원 
        (신청 시 1차 1,000천원, 부부 1년이상 주소 유지 시 2차 1,000천원 지급) 
              ※다문화 행복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중복 지원 불가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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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신부 무료 검사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초기)
지원 | 혈액형, 혈청매독검사, AIDS, 간염향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12종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9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
지원 | 관내 지역상가에서 8가지 필수보충식품(우유, 달걀, 감자 등)구입 후 1개월 이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5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쿠폰발행)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
지원 | 1인당 검진쿠폰 5회 발급(130,000원)/초음파(2만원) 3회, 기형아 (3만5천원) 2회
검진기관 |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문호길산부인과, 강진의료원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7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내용 | 임신, 분만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성공적인 모유수유 방법 등(연 8회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8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산부(임신·출산부, 수유부)
자격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 | 식품공급업체에서 맞춤형 패키지 월 2회 가정으로 배송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6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
지원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계획 또는 임신 초기(3개월)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분만 전까지(5개월분)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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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대상 |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신청 |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검진기관 | 도내 소재 병원 및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11 신혼(예비)부부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신혼(예비)부부
지원 | 임신준비 및 난임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연 4회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1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진료비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4-1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문의 | 농정과 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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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서비스 지원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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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 관내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25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및 이용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3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 주기
대상 | 관내 출생아 중 희망자
지원 | 작명례 회장님과 연계하여 무료 작명 및 명첩 전달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5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
지원 | 출산 후 1개월간 무료 대여(필요시 1개월 연장)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4 축 탄생 우리아기가 태어났어요 (지역신문 게재)

목적 | 언론을 통한 축하메시지 전달로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공유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대상 | 관내 출산 가정 중 희망 가정
지원 | 아이 사진과 부모 희망사항 등을 지역신문에 연계하여 신문지면에 게재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1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목적 |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기준 | 관내 출산 가정의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 | 5년납 10년 보장  만기 환급형 보험료 지원(월3만원)
        ※ 10년 만기 후 환급액 자녀 교육비로 지원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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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
지원 | 산모영양제, 산모유산균, 산모손목보호대, 신생아 로션·크림 세트,
         신생아 바디워시,신생아 기저귀, 리빙박스 등
수령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방문 수령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5-9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 |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비(외래) 및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후 양측성 난청으로 판정된 경우 보청기 지원
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5-8 출산용품 아·바·물 사업(아껴쓰고, 바꿔쓰고, 물려주기)
목적 |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
대상 | 나눔 및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군민
지원 | 사용이 끝난 아기용품, 동화책 등을 수집·세탁하여 필요한 가정에 지원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

5-1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신청 | 퇴원 후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6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목적 | 출산한 산모의 회복기여 및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대상 | 관내 출산 가정
지원 | 출산 산모에게 출산 축하물품 (소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 등) 택배 배송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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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치 | 해남 종합병원 내
내용 | 임산부를 위한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분만 산부인과 운영 (2018년 개설)
 - 규모 : 분만실, 입원실(3), 회복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
 - 내용 : 24시간 분만실 운영

5-1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외래) 및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후 환아로 판정된 경우 특수이식 및 의료비 지원
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13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산모
지원 | 이용료(2주 기준) 1,540,000원 중 70% 감면(1,078,000원)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미혼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북한이탈주민 또 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유족이나 가족), 귀농어·귀촌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

○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전남 최초 2015년 설치)
 - 규모 : 산모실(10),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좌욕실 등
 - 이용료: 14일 기준 154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양육(보육) 지원6 �����������	 ��������������

6-1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주소(주민등록)를 둔 신생아 출산 가정, 신생아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가정
신청 | 출생 신고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지원 | • 첫째아 3,200천원: 일시 500천원, 매월 150천원(18개월 분할 지급)
        • 둘째아 3,700천원: 일시 1,000천원, 매월 150천원(18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 6,200천원: 일시 1,400천원, 매월 200천원(24개월 분할 지급)
        • 넷째아 7,400천원: 일시 1,200천원, 매월 250천원(24개월 분할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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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일반 이용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해남, 강진, 완도, 나주) 일반 이용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0% 지원 
         최대 77만원(2주 기준 이용료 1,540,000원의 50%)
신청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6개월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5-15 /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대상 | 해남군 등록 임산부
        -  기본방문 대상자: 출산 후 4 ~ 8주 이내 1회 가정방문
        -  지속방문 대상자: 산전 ~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5회 가정방문
지원 | 임산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
        -  신생아 건강사정(전반적 신체상태 사정), 산모 건강사정(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모유수유 방법 및 자세 안내, 아기 돌보기(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법) 방법제공 등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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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 0~2세(연장보육 또는 기본보육), 3~5세(누리과정)
기준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내용 | 바우처 카드로 지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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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0~2세)연장보육

영유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21. 3.~)

484,000

426,000

353,000

240,000

260,000

종일

방과 후

502,000

251,000

587,000

500,000

3,000

2,000

2,000

1,000

1,000

100%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맞벌이 등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며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아동   
· 이용시간 : 16:00~19:30

어린이집 이용
(0~2세)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이용시간 : 9:00~16:00

· 만 3~5세누리반

기본보육(월) 연장보육
(시간당)

구분 내용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누리과정

[ 일반아동 ]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자격구분

구분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비고

지원
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에 만 해당
※ 긴급 보육 바우처 :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만 해당

일반아동

장애아동

3,200

4,200

192,000

252,000

기준액 × 100%

기준액 × 100%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원) 지원율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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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

12 ~ 23

24 ~ 35

20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11

12~23

24~35

36~47

200,000

177,000

156,000

129,000

100,000

100,000

100,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0 ~ 35 200,000

100,000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③양육수당 ①연령(개월)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②

6-3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설 미 이용 아동)
대상 |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영유아
내용 | 대상구분(①②③) 및 연령에 따라 10~20만원 월정액 지원

6-4 아동수당 지원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 | 만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 
지원 | 월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지급
지급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참고)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는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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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 기저귀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및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입원(4주 이상),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 2세까지 지원(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 출생 신고 후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6-6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가정
지원 |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월 64천원씩 지원
지원방법 | 관내업체에서 기저귀 구입 후 영수증 제출 시 지원
신청 | 출생 신고 후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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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대상 |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지원 | 카드 사용 시 도내 가맹업체(764개) 및 학원, 쇼핑, 주유, 영화, 
        서적업종  3~10% 할인
신청방법 | 농협(지역농·축협 포함)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6-7 영유아 건강 검진
대상 |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14일 ~ 71개월)
지원 | 총 8회 검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기관 :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우석병원, 해남한국병원, 해남군보건소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40만원)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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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엄마손 영양 교실
대상 | 임산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지원 | 이유식 및 유아 간식 등 조리실습, 건강식단 교육(연 12회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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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아이돌봄 지원사업(바우처 사업)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내용 | 영아 종일제 서비스(월6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연840시간)
         ※ 시간제 서비스 중증장애부모 자녀: 960시간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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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대상 | 평가등급 B등급 이상 어린이집
지원 | 시설별 현황에 따라 차등지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추가지원
         재원 아동 중 0~2세 보육아동 현원 기준 차등 지원
         ※정원 충족률이 85%이상 어린이집은 제외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참고)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

�������������

6-12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6-13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법인어린이집
지원 | 200~280천원( 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대상 |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참고) 매월 1일 기준 3년(36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어린이집에 근무

지원 |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월2만원/인

월3만원/인

월3만원/인

월5만원/인

구분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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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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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공립, 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지원 |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15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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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1개소)
지원 | 운영비(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급여·환경개선비) 등 지원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16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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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 월80시간 시간제 보육 제공(시간당 3천원 지원, 시간당 1천원 자부담)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18 보조교사(영아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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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어린이집(영아반 2개이상 운영 시 지원)
지원 | 1인당 1,011천원/월, 사용자부담금 30% 55천원/월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19 민간 ·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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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민간 · 가정어린이집 만3-5세반 누리과정 아동
지원 | 1인당 전액지원/월(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한 학부모 카드 결제)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20 어린이집 특별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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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어린이집(원아 수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 어린이날 특별간식비 200천원~1,000천원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21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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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어린이집 (아동대비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편성된 규정 반에 한함)
지원 | 반당 100천원/월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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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휴관일 점심시간

6-22 어린이집 차량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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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집별 차량 1대
지원 | 평균금액 보험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23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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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지원 | 월20만원(예산의 법위내)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2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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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지원 |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6-25 조부모 육아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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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예비)조부모
지원 | 영유아 발달과정,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 교실 운영/연 10회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6-26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상 |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 보호자(개인) 및 어린이집 원장(단체)
위치 | 해남읍 서림길 14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수유방 등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토요일
09:00 ~ 18:00

일/월요일
법정 공휴일 12:00 ~ 13:00

연회비 | 장난감 대여료 무료, 연회비 납부(개인:2만원, 단체:3만원)
이용방법 | 대여횟수는 1회 2점씩 14일간 대여, 1회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 2회 대여
유의사항 | 건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
              장난감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
문의 |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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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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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가정
지원 | 임신, 분만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신생아 돌보기 교육(연 8회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6-27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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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1.1.1.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해남군에 부부
        모두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지원 |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
문의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7-1 다문화 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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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교육)을
        90%이상 이수한자 ※교육은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534-0017)로 문의
금액 | 5,000천원(1회: 신청시 3,000천원, 2회: 6개월 후 혼인을 유지 경우 2,000천원)
        ※ 지원금액의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지급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지급 | 신청인 계좌 입금 /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용어정리】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행복장려금】

다문화가족이 해남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
※용어 정의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21

7-3 결혼이민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위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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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출산가정 영아 돌봄 및 교육, 수유방법교육,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지지, 예방접종 병원 동행 등
지원및기간 | 산모도우미 인건비/ 최대 19일 / 하루8시간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7-4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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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및기간 | 월7.5만원/24개월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7-5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위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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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주민
내용 | 입국초기 가족 간 의사소통, 병원, 관공서, 학교 안내문, 위기상황 통번역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7-6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위탁수행)

�������������

대상 |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자녀
내용 | 언어평가, 언어교육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7-7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한국어 교육 / 위탁수행)

�������������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내용 | 자녀학습 지도과정, 지역문화 활용과정, 중도입국 자녀과정, 중급과정, 한국어 교육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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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

내용 |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 국적취득 시 1인당 30만원.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7-9 다문화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지원(위탁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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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가정 내 이중 언어 소통 환경조성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지원 | 교육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7-10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위탁수행)

�������������

내용 | 어린이집 방문으로 취약전 아동에 대한 조기인식 개선 및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대상 | 어린이집 교직원 및 재원 아동
지원 |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7-11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위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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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리적 접근선 및 경제적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윤 결혼이민자
내용 | 부모역할, 가족생활지도, 독서코칭, 숙제지도, 사회성발달지도 등
지원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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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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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
내용 | 복합적인 문제 해결 및 욕구해소 지원, 지원연계,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지원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연계 및
        센터상담·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정보제공 
신청 |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8-1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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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부와 모 중 한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
지원 | 25만원(입학년도 1회)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용어정리】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학자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 지원금

【다자녀 교복비】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

※용어 정의는 『해남군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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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요금: 5,300원
- 하수도 요금: 1,600원

- 난방용
 · 4-11월: 1,650원
 · 12-3월: 6,000원
- 취사용: 매달 420원 

530-3655
(530-5545)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

-

상·하수도요금

530-2222
(530-2207)

1544-1115
(532-2551)

한전
해남지사

(주)해양
에너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 16,000원 정액감면

신청기관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감면혜택 연락처(팩스번호)

8-2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부와 모 중 한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입양아일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지원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입학금,등록금)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다자녀가정 요금감면 ]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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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 월(‘21년 5월~)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8

9-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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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 | 아동 1인당 350,000원 / 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아동 1인당 250,000원 / 월(‘21년 5월~)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9-3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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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도교육청 80%) 학교별 계좌 입금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9-4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 | - 생활지원금 :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시 → 3만~6만원
         - 장애가정생활용품 : 한부모가족 지정 1년경과 장애가정에 50만원(5년에1회)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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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5 한부모가족 명절차례상 차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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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한부모 가족 세대 전체
지원 | 설, 추석 명절차례상 차림비(연2회) 세대당 5만원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10-1 땅끝 솔로탈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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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내 주소를 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내용 |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마련(1박 2일)
시기 | 연 1회
신청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10-2 땅끝 아빠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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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아빠
내용 | 아빠와 자녀의 의사소통 기회부여,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조성(1박2일)
시기 | 연 2회
신청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10-3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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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초중고생, 지역주민 등
내용 | 유모차 행진 퍼레이드, 버스킹 길거리 공연, 다자녀상 시상,
        출산장려사업 홍보부스 운영 등 
시기 | 연 1회
신청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9-6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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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 김장김치 및 쌀 전달
수행 | 해남군여성단체협의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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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11 ���������������� ���������������� �����

【용어정리】

【귀농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영체 등록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촌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자녀 교복비】

10-4 프리마켓 행사 지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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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남군민 500여명
내용 | 영유아 장난감 물물교환, 영유아품 판매, 유아 체험활동, 키즈 먹거리장터 등
행사 | 연 2회
장소 | 해남군 일원
단체 | 사업자 선정공모
신청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11-1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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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담,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위치 | 계곡면 둔주포안길 18 (구 계곡중학교)
시설 | 사무실, 영농체험장 2,260m², 귀농인의 집 7동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2 귀농인의 집 운영(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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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계곡면 둔주포안길 18 (구 계곡중학교)
시설현황 |

입주대상 | 해남군에 귀농을 준비하는 귀농 예정자 및 귀농인(6개월 이하)
입주기간 | 6개월 이내(1회 한 6개월 연장 가능),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 부담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계

34m²

50m²

7동

6동

1동

10만원/월

15만원/월

구분 동수 사용료

60만원

90만원

방2, 거실1, 화장실1

방2, 거실1, 화장실1

보증금 공간현황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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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연계 사업】

11-3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지원사업

�������������

사업량 | 50명
사업비 | 50백만원
지원 | 신규 농어업경영체등록시 농가당 1백만원(해남사랑상품권 지급)
        ※ 2020. 1. 2.이후 신규 농어업경영체 등록부터 적용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4 귀농귀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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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10동
사업비 | 50백만원(보조100%)
지원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 지원, 임대주택은 제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5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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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10개소
사업비 | 300백만원(보조 70%, 자담 30%)
지원 | 농가당 최대 21백만원
내용 | 소득화 작목 재배기반 조성(비가림하우스, 단순가공기기 등)
        ※ 가공시설, 창고, 축사 개·보수 등 시설물 제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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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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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5개소
사업비 | 93.75백만원(보조 80%, 자담 20%)
지원 | 빈집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백만원
내용 | 임대가 가능한 빈집에 대해 임대인(빈집 소유자)와 임차인(귀농인 및 예정자)간의
        계약이 성립되면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임대인은 의무 임대기간(2~5년간)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신청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농림사업과 병행 추진)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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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으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
- (귀농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촌 비농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 375백만원(농업창업 300, 주택구입 및 신축 75)
상환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8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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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 만65세 이하의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신청자격 |
- (귀어업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중족한 자
- (재촌비어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 375백만원(어업창업 300, 주택구입 및 신축 75)
상환 | 5년거치 10년 분할(대출금리 2%
문의 |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

11-9 귀농.귀어.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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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수도 미 보급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어/귀촌인(전입한 지  5년 이내, 1회 지원)
신청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검사계획 | 분기마다 채취 및 의뢰 예정 (3월 말, 6월 말, 11월 말)
지원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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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청년의범위】
전라남도 : 만18세~39세 이하인사람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해남군 : 만18세~49세 이하인 사람.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도내 타 시·군 : 여건에 따라 다양(만 18,19세~39,45,49,55세 범위 내)

12-1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전남도와 연계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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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대상 | - (거주·연령) 관내 거주 청년 (만18세~39세)
        - (근로)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노동경력 있는 자)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 (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내용 | 근로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10만원)을 매칭 적립 후 만기(3년) 시 지급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모집기간 별도 공고/상반기)
인원 | 32명(연도별 상이)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인원 | 14명(연도별 상이)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유사 사업 →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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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군민 안전보험 가입
피보험자 |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 2. 1.~ ’21. 3. 31.
보험료 | 해남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보험가입혜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포함)사망, 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농기계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등 
보험금 청구 문의 |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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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청년농,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병역(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 전년도 12월 ~ 1월
지원 | - 영농정착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융자) 
           ☞ 세대당 최대 3억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업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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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농어민 공익수당
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함
대상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해남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 60만원(반기별30만원씩 2회 해남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농정과 농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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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목적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 기여
발행종류 | 지류형(1만원권, 5천원권, 3천원권, 1천원권) / 카드형(NH농협체크카드)  
구매처 | 지류형: 관내 9개 금융기관 35개 지점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광주은행, 
                      축협, 수협, 해남신협, 우리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카드형: 스마트폰 앱 (착:CHAK) 충전
구매시 혜택 | 평시 5% 할인(특판 행사시 10%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사용처 | 관내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할인구매한도 | 개인: 월 70만원(출시기념, 명절, 축제 등의 경우 월 100만원) 
                    ※ 법인·단체 할인구매 불가, 가맹점주 카드상품권만 할인적용
문의 |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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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위치 | (위 치)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 농업기술센터 內
임대농기계 | 29기종 223대
문의 | 본소농기계 임대사업소

○ 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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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해남군 문내면 심동길 7
임대농기계 | 26기종 137대
문의 |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 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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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해남군 현산면 매화길 37-15
임대농기계 | 26기종 127대
문의 |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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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해남군 산이면 원금길 428
임대농기계 | 25기종 116대
문의 |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 북 부

위치 |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791-1
임대농기계 | 26기종 100대 예정

○ 동 부(추진중)

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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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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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중 병원치료자
지원 | 의료비 및 간병비
수행 | 해남성폭력상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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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중 병원치료자
지원 | 의료비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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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내용 | 성폭력 상담 및 예방활동, 피해자 조기발견 및 서비스 제공 종사자 인건비
수행 | 해남성폭력상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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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성폭력 가해자로 수감된 해남교도소 재소자   
내용 | 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남교도소 방문집단 교육 실시
수행 | 해남성폭력상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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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여성·아동 안심벨
대상 | 아동·여성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15개소
내용 | 아동·여성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안에서 외부로 긴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체감도 향상 및 범죄예방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

13-7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대상 | 해남군민
내용 | 해남군청 민원실 입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24시간 운영
수행 | 무인보관함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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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대상 | 해남군 거주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민 여성
내용 | 취·창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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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안심귀갓길 솔라안심등 설치
위치 | 해남읍 해리9길 ~ 수성3길 일대 
수량 | 160대 
내용 |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사각지대 솔라안심등 설치로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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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위생용품 지원
위치 | 공공기관 화장실 16개소(군청 민원실 1, 문화예술회관 1, 읍·면사무소 14)
수량 | 16대
내용 |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원을 위한 생리대 자판기 운영
문의 |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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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청년지원】

목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대상 | 청년 및 기업
       - (청년) 해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정규직 청년
       - (기업) 관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 기업, 벤처기업,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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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내용 |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신청일 기준 해남 거주, 중위소득 50~150% 미만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체크카드 40만원×6개월, 지역화폐 60만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수행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계

1년차 (취업 장려금)

2년차 (고용 유지금)

3년차 (근속 장려금)

4년차 (장기 근속금)

계

2,000

500

450

550

500

청년

1,500

300

300

400

500

기업

500

200

150

150

0

고용보험 
피 보험자수의 

30% 이내
(최대10명)

구분
지원 내역 (만원)

지원한도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지원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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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내용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 발굴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 지원
대상 | 마을단위 사업장 및 청년 구직자
      - (청년) 해남 거주(예정)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 (기업) 마을에 기반을 두고 경제 및 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지원 | 급여 180~200만원(90%지원), 4대보험가입, 청년활동수당(월30만원)
        지역정착금 10백만원 지원(2년 지원종료 후 고용승계된 청년근로자)
수행 | 녹색에너지 연구원(전담)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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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지원
내용 | (목적)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를 육성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개척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량 | 8명
대상 | 해남군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지원 | 인건비(200만원), 교통·숙박비 (월30만원)
수행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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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양성
목적 | 청년 매니저를 양성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
사업량 | 10명
대상 | 해남군에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내용 | 청년매니저 양성교육, 맞춤형 심화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매니저 양성,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창업 연계지원
수행 | 사단법인 상생나무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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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지원(온라인 창업)
목적 | 온라인웹셀러 교육, 창업지원금 지원을 통한 온라인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량 | 10명
대상 | 해남군에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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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두드림 청년 창업 지원사업
목적 | 창업지원금, 창업교육 과정 등을 통한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량 | 24명
대상 | 해남군 거주(예정)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수행 | 해남기독교청년회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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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일자리 프로젝트
목적 | 국가 시책 사업  ″저탄소 지능형 스마트 산단 개조″ 프로젝트 연계 소재부품
        산업.스마트공장 등 혁신.유망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력산업군 + 신산업군 성장 유도
사업량 | 2명
대상 | 해남군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지원 | 인건비(200만원), 활동수당(월30만원)
수행 | (재)전남테크노파크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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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목적 | 지역 주력산업, 특산물, 6차산업의 비대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등 언택트 기반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영상미디어산업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량 | 6명
대상 | 해남군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지원 | 인건비(200만원), 활동수당(월30만원)
수행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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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목적 |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6대분야
        (에너지, 투어, 시티, 농수산, 바이오, 트랜스포트) 관련 청연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청년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량 | 2명
대상 | 해남군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예정자 주소 이전 필수 
지원 | 인건비(200만원), 활동수당(월30만원)
수행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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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해남군 크라우드펀딩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 농수특산물 식품 관련 창업 희망자
내용 | 우리군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상품개발화 지원
         6차 산업 전문 교육, 제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홍보지원 등
수행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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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대상 | 만50~69세 해당분야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한 미취업자
내용 | 퇴직자 또는 은퇴자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신중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 관광사진단, 포레스트 스토리텔링,
        일사천리 취업지원(사회복지, 농업경영, 기업경영지원)
수행 | 인구정책과, 미래고용나눔협회목포지부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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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공공근로사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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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40~59세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및 취업자
내용 |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체와 취업자에게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장년들의 고용 유지 지원
지원 | 고용유지금 : 중장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월 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
        취업장려금 : 취업한 중장년에게 월 30만원씩 10개월간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14-13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량 | 228명
시기 | 상·하반기
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자
사업내용 | 자료 전산화 및 DB구축, 환경정화, 꽃단지 조성 등
참여제외대상 | 중복/반복 참여자,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근무요건 | 임금(8,720원/시간), 간식비, 주휴수당, 유급휴가, 주 20~40시간 이내 근무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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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목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량 | 34명
시기 | 상·하반기
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대상사업 | 청년 일자리 발굴단 등 5개 사업
참여제외대상 | 중복/반복 참여자,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근무요건 | 임금(8,720원/시간), 간식비, 주휴수당, 유급휴가, 주 15~40시간 이내 근무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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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목적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여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 지원
사업량 | 168명
시기 | 상반기 / *하반기(미정)
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참여제외대상 | 중복/반복 참여자,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근무요건 | 임금(8,720원/시간), 간식비, 주휴수당, 유급휴가, 주 20시간 이내근무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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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목적 |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지역고용 활성화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
지원 | 재정적 인센티브: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20백만원)
        행정적 인센티브: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인증기간 2년)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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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목적 |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인재 우수기업 선정
내용 |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고
        50%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체 선정
지원 | 기업체 임직원 후생복지 지원(근로자 1인 10만원, 최대 1천만원)
        현판 수여, 기업 경영안정 및 R&D 자금 지원 등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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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코전문직업상담가의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로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취업 향상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대상 | 청년 구직자
장소 | 해남 YMCA 1층 일자리카페 (해남읍 군청길 7)
문의 | 해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내용 |

   기본 및 심층상담
              · 개인성향 분석, 학과직무 분석, 직업적성 흥미검사 등
              ·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애로사항 청취 등
   취업 프로그램
              · 취업 마인드교육(특강): 직업직무 적합성 검사 및 분석 활용
              · 기업 매칭데이 및 기업탐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연계교육: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 메이크업 및 사진촬영
              · 원데이 클래스: 취업 스트레스 해소, 기능 습득을 통한 다양한
                  진로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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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일자리 연계 구인·구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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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목적 |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문의 | 해남고용센터

2
해남고용센터(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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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군민에게 취업지원, 일자리 발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상담 및 접수

       -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운영, 일자리 발굴단 운영

대상 | 군민 누구나

장소 |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문의 | 해남군 일자리지원센터 �������������

3
해남군 일자리지원센터(해남군 인구정책과)

목적 |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지원 서비스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 여성인턴제, 환경개선자금지원, 여성친화일손기업 협약,

        - 직업교육,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 등

장소 |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문의 | 전남광역새일센터 �������������

4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남여성가족재단)

해남군일자리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www.haenam.go.kr/job)

해남군채용공고, 구인정보, 공채속보, 일자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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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읍 남부순환로 114

삼산면 신기큰길 7

화산면 해남화산로 1061

현산면 현산북평로 86

송지면 산정1길 96

북평면 달량진길 8

북일면 장고봉로 5

옥천면 해강로 5 

계곡면 해남로 1442

마산면 마산로 445

황산면 시등로 70 

산이면 비석길 102

문내면 동영길 10 

화원면 금평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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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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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연락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주 소



45

���
	�����
�
��

해남군지부

해남농협

해남농협남부지점

해남농협구교지점

해남농협동부지소

삼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진도축협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7 

해남읍 중앙1로 181

해남읍 중앙2로 81 

해남읍 북부순환로 178

해남읍 남부순환로 5-1

삼산면 고산로 512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송지면 산정1길 80

북평면 볼무당길 15-29

북일면 만월길 11

옥천면 해강로 6

게곡면 해남로 1452

마산면 마산로 398

황산면 시등로 79

산이면 금송리 482-2

문내면 우수영로 11

화원면 신평리길 2

해남읍 홍교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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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농·축협 연락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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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주는 해남군 인구정책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읍 중앙1로 70

삼산면 고산로 521

화산면 해남화산로 1082

현산면 현산북평로 107

송지면 산정1길  66

북평면 달량진길 12

북일면 만월길 18-4

옥천면 해남로 395

계곡면 둔주포길 3

마산면 마산로 448

황산면 시등로 128

산이면 비석길 74

문내면 동영길 7

화원면 청용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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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우체국 연락처

우체국 전화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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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시장으로 통닭, 튀김, 김치,
농산물 판매 등

해남읍 읍내리 50상설
해남

매일시장

전남 지역에서 제일 큰 시골장터
* 어물전은 상시 운영

해남읍 고도리 106-4
1일
6일

해남읍
5일시장

땅끝관광지 길목으로 바다에서
갓 잡은 삼치를 주로 판매

송지면 산정리 266-7
2일
7일

산정 
5일시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생이와
개불, 부추 등 판매

북일면 흥촌리 161
3일
8일

좌일
5일시장

주민들이 재배한 고추,
배추 소량으로 판매

화원면 금평리 239-14
5일
10일

화원 
5일시장

공룡화석지 인근에 위치.
직접 잡은 대하, 쭈꾸미 등
수산물 판매

황산면 남리리 7
3일
8일

남리 
5일시장

우수영관광지와 연계되어 숭어,
전어 등 신선한 해산물과
세발나물 판매

문내면 동외리 920
4일
9일

우수영 
5일시장

완도와 이어지는 교통요충지로
낙지 등 신선한 수산물 판매
* 낙지 위판장 있음

북평면 남창리 1279-1
2일
7일

남창 
5일시장

시장은 미운영. 한우촌
(월송장 협동조합) 식당 운영

현산면 월송리 279-1상설
월송

5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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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읍면 시장

시장명 장날 주소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