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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읍 면 법 정 리 행 정 리 자연마을 반

1 13 177 515 565 368

 인    구   (단위: 세대, 명)

세대
인     구

외국인 65세 이상
합계 남 여

35,259 68,806 33,975 34,831 1,112 22,293

 면    적  (단위: ㎢)

면적
농      경      지

임야 대지 기타 비고
합계 전 답

1,032.8 350 123.4 226.6 445.1 19.5 218.2

 농업생산현황 (단위: ha, 천본, M/T)

구 분 벼 보 리 밀 고구마 마늘
겨울
배추

시설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버섯 고추

면 적 18,467 6,233 745 1,960 834 2,507 196.9 263.8 5.8 95 4.4 839

생산량 110,617 24,738 2,898 32,908 9,174 213,095 6,736 2,786 2,540 95 2,834 2,131

 수산기본현황 (단위:개소,척,㏊)

어    항 어    선
어업권

수 산 물
가공업체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항 계 무동력 동 력

1 1 9 2 36 2,023 3 2,020
310건

11,723㏊
112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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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절차·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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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이란?

 귀농인

 귀어업인

 

 귀촌인

농촌지역*으로이주하기직전에농촌외의지역에서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

있던사람이농업인이되기위하여농촌지역으로이주한후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농업경영체에등록한사람

*농촌지역

-읍·면의지역

-읍·면의외의지역중그지역의농업,농업관련산업,농업인구및생활

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장관이고시하는지역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기직전에농어촌외의지역에서1년이상주민등록

이되어있던사람이어업인이되기위하여농어촌지역으로이주한후주민

등록전입신고를하고어업인에해당하는사람

-‘어업인’이란?어업을경영하거나수산자원을포획,채취하거나양식업

종사자가양식하는일또는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소금을생산

하는일에종사하는자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기직전에농어촌외의지역에서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었던사람으로서농어촌지역으로이주한후주민등록전입신고를한사람

※단,「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학생/병역의무자/

귀농어업인/일시적이주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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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절차

● 귀농결심:농업관련기관과단체,농촌지도자,선배귀농인을방문하여필요한정보수집

● 가족합의:가족들과귀농결심에대한충분한의논후동의얻기

● 작목선택:자신의여건과적성,기술수준,자본능력등에적합한작목을신중하게선택

● 영농기술:대상작목을선택한후에는농업기술센터,농협,귀농교육기관등에서실시하는귀농인

교육프로그램이나귀농에성공한농가견학,현장체험등을통해영농기술을배우고

익혀야함.

● 정착지 물색:작목선택과기술을습득한후에는자녀교육등생활여건과선정된작목에적합한입

지조건이나농업여건등을고려하여정착지를물색하고결정

● 주택 및 농지구입:주택의규모와형태,농지의매입여부를결정한뒤최소3~4군데를골라비교해

보고선택

● 영농계획 수립:농산물을생산하여수익을얻을수있을때까지최소4개월에서길게4년정도걸리

므로초보귀농인은가격변동이적고영농기술과자본이적게드는작목중심으로

영농계획수립

귀어 절차

●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수산관련기관홈페이지에서정보를모으고,전화및창구를이용해전문가와

상담등을통해기초지식습득

● 관련교육 사전이수 및 현장체험:교육기관을통해이론과기술교육을받고,어업체험

● 업종선택:자신의여건과적성,기술수준,자본수준등에적합한지신중하게검토한후업종선택

● 기술습득:실질적인정보수집과현장체험을통해한사이클정도의어업또는양식업에참여하면서확실한

기술습득

● 지역선정:생활여건과선정된업종에적합한입지조건등을고려해정착지를물색하고지역선정

● 창업계획 수립:자신이선택한업종과그에맞는규모를고려해지역의수산사무소및선도어가등에

조언을구해실행가능한창업계획수립

● 자금확보:창업자금과여유생활자금을확보해두고개인자산,국가의어업인지원사업등이용

● 어선·양식장 및 주택확보:성공적으로어업또는양식업에정착하기위해어선또는야식장및주택등

확보

● 사업추진:중장기실행사업계획에따라행정절차를마친후필요한시설,설비를갖추어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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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 
지원정책(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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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이주기한:농촌지역전입일로부터만5년이경과하지않은세대주

-거주기간:농촌지역이주직전에1년이상농촌외의지역에서거주

-교육이수실적:귀농·영농교육을100시간이상이수

※실제영농종사기간이6개월이상인영농경험자(증빙:농지원부보유또는농업경영체로등록되어

있거나되었던기록이있고,실제영농을통해농산물을수확·판매한실적과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의구입에따른증빙자료제출한자),농과계학교(농고·농대)졸업자(만40세미만신청자에

한함),후계농업인은귀농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 재촌 비농업인

-거주기간:농촌지역에주민등록이1년이상되어있는세대주

-교육이수실적:귀농·영농교육을100시간이상이수

-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5년이내에영농경험이없는경우신청가능하며,신청일현재

타산업분야전업직업및사업자등록이없어야함.

-신청기한:최초신청일로부터만5년이경과하지않은기간까지

※재촌비농업인은주택구입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8조(보조금의부정수급),제79조(보조금외농식품사업

자금의부정수급)및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환수등)의규정에저촉된사항이확인되거나처분

조치가완료되지아니한자

●농업외타산업분야에전업적직업을가진자(상근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가입자구분이직장가입자인자.

●농업외타산업분야사업자등록증소지자(단,수산업은겸업가능)

●신청전년도농업외의종합소득금액이3,700만원이상인자

●병역의무미이행자,고등학교등교육기관에재학하고있는자와휴학중인자

●금융기관에연체중인자또는파산등으로법적인면책을받아회생중인자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등의

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사업신청은대리신청할수없으며,신청자가사업계획에대한충분한설명을하지못하는경우심사과정

에서제외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된후대출기한내대출을실행하지않은자는2년간

지원대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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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구입(농지법에따라농지에해당하는토지),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

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농산물보관용창고)설치및구입,과원조성(단,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신규감귤원조성지원제외),묘목(다년생)및종근(화훼묘포함)구입,농기계구입(다만,트랙터90

마력,승용이앙기8조식,콤바인6조식이상인경우구입가의50%범위내지원),관수시설설치,

농식품가공시설설치및가공기계구입(사업대상자가직접생산한농식품의보관,가공·제조에필

요한경우에한하며,건축물및이에부속되는토지를포함하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설치되어야함),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번호판등록비등은제외되며,순수차량가격만가능),기타농림업기반시설의설치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구입자금(시·군이사업계획서에의거정상적으로축사신축이가능하다고확인한경우에

한함),축사신(증)축·구입및시설개보수,가축입식,농기계구입(다만,트랙터90마력,승용이앙기

8조식,콤바인6조식이상인경우구입가의50%범위내지원),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취득세,

번호판등록비등은제외되며,순수차량가격만가능),폐수처리시설의설치,초지및사료포조성,

사료저장시설,기타축산기반시설의설치등

*가축입식,농기계구입,농업용화물자동차구입비는본인명의(임차포함)의영농기반(농지등)이있는

경우,합산금액5천만원한도내대출가능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대상주택:단독주택및부속건축물을합한연면적은150㎡를초과할수없음

*증축의경우기존면적과증축면적의합이연면적150㎡이하의경우에한함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해당하는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모두포함(단,세

대별로독립적인주거공간을확보하고,세대별소유권등기가가능한경우에한함)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금융자금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고정금리(연2%)또는변동금리중선택(선택후변경불가)

●   대출 기한:융자추천당해연도12월31일

●   상환 기간:5년거치10년원금균등분할상환



10   행복한 귀농어귀촌 1번지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세대당3억원한도이내

-주택구입·신축및증·개축자금:세대당75백만원한도이내

*대출금액은대출한도이내에서대상자의사업실적과대출취급기관의대상자에대한신용도및담보평

가등대출심사결과에의해결정됨

 사업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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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이주기한:농어촌지역전입일로부터만5년이경과하지않은세대주

-거주기간:농어촌지역이주직전에1년이상농어촌외의지역에서거주

-교육이수실적:귀어관련교육을5일또는35시간이상이수

※사업신청전에실제어업·양식업경영및종사기간이3개월이상인자(양식장·어선등임차를통해

수산물을생산·판매한실적증빙자료,양식기자재·어구등구입에따른증빙자료,어업·양식업경

영및어업·양식업에종사한확인서등사업시행자가인정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출한자),수산

계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및고등교육법제2조)졸업자(만40세미만신청자에한함),어

업인후계자로선정된자는귀어관련교육(5일)을의무적으로받지않아도됨

*사업신청전에교육을이수하지못한경우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신청전까지사후교육필수

●   재촌비어업인

-거주기간:농어촌지역에주민등록이1년이상되어있는세대주

-비어업기간:사업신청일기준으로최근5년이내에어업또는양식업경영경험이없는경우

-교육이수실적:귀어관련교육을5일또는35시간이상이수한자

*사업신청전에교육을이수하지못한경우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신청전까지사후교육필수

《 지원제외 대상 》

●   병역미필자,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등온라인강의가주된학교는제외)등에재학중인자

●   금융기관의연체중인자또는파산등으로법적인면책을받고자회생중인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

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   금융기관의대출(보증)한도초과로더이상대출이어려운자

●   사업신청일기준공무원,교사,공기업,정부및지자체출연기관,농(축)·수·산림조합및일반회사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개인사업운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가입자구분이직장가입자인자

●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대출을받거나,대출자금을목적이외용도로사용하고자하거나사용한자

●   수산관계법령을위반하여어업또는양식업의면허·허가취소또는어업정지60일이상처분(과징금

등준하는처분포함)후지원제한기간이지나지않은자

●   사업신청은대리신청할수없으며,신청자가사업계획에대한충분한설명을하지못하는경우심사

과정에서제외

●   기존에귀어또는귀농농업·귀산촌인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자금등을지원받은자

*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별도신청가능

●   어업을하지않으면서「낚시관리법」제2조제6호의낚시어선업을전업으로하는경우

*어업을주로영위하면서어한기(漁閑期)에낚시어선업을병행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   귀어창업및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대상자로선정된후대출기한내대출을실행하지않은자는2년간

지원대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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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등신축부지구입비(대출집행금액의50%이내)

*기존양식장·가공공장을소유하고있는경우는추가부지구입불가

-어선(허가어선은1척에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등구입비

*어선대체건조를목적으로구입하여폐선처리하는경우는척수에미포함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등신(증)축및시설개보수비

-수산물보관및판매등유통을위한시설신(증)축및시설개보수비

-종자입식비

-기타폐수처리시설및저장시설의설치,수산장비구입등기타기반시설의설치

-어선구입에필요한자금(어구,장비등자재구입)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어촌체험및해양수산레저체험시설건축·리모델링·관련장비구입비용등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따른‘유어’를위한창업자금

-기타어촌비즈니스관련사업시설의설치등

●   주택구입(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대상지역:읍·면·동(농어촌지역에한함)지역중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대상주택:주택의연면적150㎡이하

*주택에포함된토지(지목:대지)는자금으로구입가능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해당하는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및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모두포함(단,세대별로독립적인주거공간을확보하고,세대별소유권등기가가능한

경우에한함)

*재촌비어업인은주택구입지원제외

 지원자금의 지원제외

●   어획물운반업

●   일반낚시샵,낚시터업,펜션,민박,레스토랑,횟집,단순판매시설을목적으로하는경우

●   주택이포함되지않은토지구입

●   지자체등이시행하는농어촌민박등주택과관련된지원(보조·융자)을받은경우,주택구입지원

(융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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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금융자금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연2.0%,5년거치10년분할상환

●   사 업 량:사업추진계획서상의사업계획량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창업자금:세대당3억원한도이내

-주택구입:세대당75백만원이내

*  실제대출금액은대출취급기관이대출신청자의어장,양식장,건축물평가등대출심사및대출자의

신용상태에따라대출한도내에서변경될수있음

 사업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2)



14   행복한 귀농어귀촌 1번지 

귀농·귀어 
보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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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 보조 지원사업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도시지역에서농어업이외다른산업에1년이상종사하다농어업경영을목적으로이주하여실제거주

하면서농어업에종사하는만20세이상인자로,신청일현재타산업분야전업적직업이없어야함.

●2020.1.2.이후신규농업(어업)경영체등록을한,

●전입일로부터5년이내거주귀농귀어인(세대주)

2. 사업량 및 지원기준

●   사업량:50개소

●   사업비:50,000천원(군비100%)

●   지원액:세대당1백만원상당의해남사랑상품권지급

-부부는최초1명에대해서만지급

3. 사업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3)

 귀농귀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농어업이외다른산업에1년이상종사하다농어업경영을목적으로이주하여실제거주

하면서농어업에종사하는만20세이상만65세이하인농업(어업)경영체등록자로사업신청일현재전입

일로부터5년이내거주귀농귀어인(세대주)으로신청일현재타산업분야전업적직업이없는자.

2. 사업량 및 지원기준

●   사업량:10동

●   사업비:50,000천원(군비100%)

●   지원액:가구당5백만원한도내에서수리비지원

-수리비는주택리모델링,보일러교체,지붕·화장실개량등을포함

●본인또는배우자소유(소유권100%)의적법(토지,건물등기완료)한건축물에대해지원(임차주택

지원제외)

-다만,미등기건물에대해서는아래사항①,②,③을충족할경우소유권으로인정하며,건축물대장이

타인명의로소유권이전이불가능할경우에는확인서(3인/마을이장,20년이상거주현지주민)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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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기부등본(본인또는배우자소유)

②건축물대장

③주택과세대장(재산세납부대장등)

④필요한경우기타증빙서류(매매계약서등)

※무허가건물(건축물대장이없는경우)은제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가주택구입자금대출을받아구입한주택에대해서도수리비지원은

가능하나,신축·증축하는경우는지원불가

3. 사업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3)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 지원

1.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농업이외다른산업에1년이상종사하다농업경영을목적으로이주하여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종사하는만20세이상만65세이하인농업경영체등록자로사업신청일현재전입일로부터

1년이상5년이내거주귀농인(세대주)로신청일현재타산업분야전업적직업이없는자.

●관내거주영농종사탈북민

2.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사 업 량:10개소

●   사 업 비:300,000천원(보조70%,자담30%)

●   지원단가:농가당21,000천원보조

3. 지원대상 사업

●   소득화작목 재배기반 조성

-하우스시설(양액시설,관수시설,종묘등)

-과원조성(유인시설,관수시설,종묘등)

-단순가공기기등농업생산기반구축

※지원제외대상:농지,농기계,창고,축사등보조금관리법에따른근저당권설정이가능한시설물

제외

4. 사업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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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5동93,750천원(군비80%,자부담20%)

-(동당사업비지원조건)리모델링비용의80%까지(최대15백만원)

●   사업내용:  빈집내부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2~5년)동안주변시세의반값에전·월세

임대

●   임대주택:  해남군에위치한1년이상비어있는빈집중등기가되어있고,의무임대기간동안임대가

가능한주택(사업신청인은등기부등본에등재된소유자)

●   입주대상:귀농귀어인및귀농귀어예정자중아래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자

-농어업경영을목적으로해남군으로전입한귀농어업인(예정자포함)

-사업신청연도기준만65세이하인자

-해남군전입일로부터만5년경과하지않은자

-농어업외타산업분야에전업적직업을가지지않은자

●   지원조건:빈집내부를리모델링하여주변시세의반값에전·월세임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주택내부리모델링공사비(임차인모집및임대계약후리모델링및보조금집행가능)

-리모델링공사시공은해당업종에사업자등록이된업체시공을원칙으로함

●   공급방법

-협약체결:군수⇔임대자

-임대차계약:임대자⇔입주자

●   전·월세 반값:세입자의전·월세합계액이주변시세의반값을넘지않는금액을말함

●   신청제한 기준 

-1년이상비어있지않은빈집(현재거주하는집)

-미등기된빈집,가압류및근저당권이설정된빈집

-소유자가2인을초과하는경우

-토지와건물소유자가다른경우

-빈집소유자및그배우자가거주하고자하는경우

-빈집소유자및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이거주하고자하는경우

●   사업문의:인구정책과귀향귀촌팀(☎061-53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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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   사업목적:  농촌지역에이주한신규농업인및청년농업인등에게영농기술및품질관리,경영ㆍ마케팅,

창업등에필요한단계별실습교육(체험등)을통하여안정적인영농연착륙이가능하도록

유도

●   사 업 량:6개소

●   사 업 비:36백만원(국비50%,군비50%)

●   사업대상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우선선발)

-농촌이주5년이내귀농인

-만40세미만청장년층(귀농여부및지역과상관없이지원가능)

-농업경영체등록5년이내신규농업인

*농식품부청년창업농에기선발되어영농정착지원금을수령중인자는사업신청대상에서제외

●   사업내용  

-농촌지역에이주한신규농업인및청년농업인등에게관심있는분야의작목재배기술등을선도

농업인(농업법인)또는성공농업(귀농)인으로부터영농기술습득,정착과정상담ㆍ경영기법,창업

과정등연수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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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현장실습형귀농교육이후창업설계지원을통한소득기반지원

●   사 업 량:2명

●   사 업 비:개소당12.5백만원(국비30%,도비20%,군비50%)

●   사업대상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을마친자

-농업외의산업분야에종사한(하는)자가농업으로전업하는자

(귀농인확인서등관련법령·지침에따라증명가능한자)

-농식품가공·제조·유통업및농촌비즈니스를겸업하기위해농촌으로이주하여농업에종사하는자

*우선선정:시·군기초영농기술교육또는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수료자

< 사업 대상자 제외 > 

1. 사업시작 연도 기준 귀농한 지 5년 초과자

2. 동일시군에서 동일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금융기관 연체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미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5.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상근근로자)이 있는 자

6.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사업내용

-창업교육:창업관련지원사업안내,창업모델개발,현장견학등

-컨설팅지원:사업모델혁신,창업아이템개선·보강,시장전문가멘토링

-창업지원:귀농창업아이디어및창업아이템발굴,권리화를위한창업지원자금지원

【 예비창업실행비 활용 예시 】

 ①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②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③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 확보 컨설팅비

 ④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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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운영 안내

 귀농인의 집 현황

1. 위       치: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귀농귀촌희망센터) 

2. 시설현황: 7동

구분 면적(㎡) 사용료 보증금 공간현황 및 구조

고천 34 100천원/월 600천원 방 2, 거실 1, 화장실 1 / 벽돌 슬래브

금강 50 150천원/월 900천원 방 2, 거실 1, 화장실 1 / 벽돌 슬래브

달마

34 100천원/월 600천원 방 1, 거실 1, 화장실 1 / 판넬

두륜

명량

우슬

흑석

3. 세부 운영내용

● 입주대상:귀농예정자및귀농인(6개월이내)

● 사용기간:6개월이내

-대기입주자가없을경우1회에한하여6개월연장가능

-계약만료전이라도입주자의생활주택이마련되면계약해지가능

● 공공요금:입주자부담(전기,가스,난방료등)

4. 입주문의: 인구정책과 귀향귀촌팀(☎061-53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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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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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 사업목적:맞춤형농업창업지원을통한돈버는차세대소득창출형농촌청년사업가성공모델양성

● 사 업 량:3개소

● 사 업 비:60백만원(도비100%)

● 사업대상:청년농업인으로2년이상영농에종사한병역필또는면제자

● 사업자격(요건)  

-전남거주자로,2021년기준만18세이상만39세이하인사람

● 사업내용  

-시제품개발및생산,패키지상품,브랜드화등제품생산

-홈페이지(쇼핑몰)구축,홍보물제작등상품홍보

-포장디자인개발,포장재제작,BI·CI개발등유통개선

-가공시설설비및장비구입등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4)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

● 사업목적:영농4-H회원의과학영농과제활동수행으로영농정착유도

● 사 업 량:1개소

● 사 업 비:15백만원(군비30%,자담70%)

● 사업대상:해남군영농4-H회원으로서영농종사자

● 사업자격(요건)  

-해남군영농4-H회원으로서영농종사자

● 사업내용  

-신기술투입생산기반및가공품생산등농산업융복합기반구축지원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4)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 사업목적:모바일쇼핑기술발전에대응하여농식품판매를확대하기위해서청년농부크리에이터

양성및홍보영상제작

● 사 업 량:1개소

● 사 업 비:50백만원(도비30%,군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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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해남군거주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농업기술센터미디어방송장비구입(청년농부대여)

-온라인농식품판매확대를위한청년농부미디어크리에이터양성:5명이상

-국내외농식품홍보동영상제작:5편(국문4,영문1)

-영상제작교육또는미디어크리에이터양성교육실시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4)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사업목적:청년창업농의안정적인영농정착과경영목표달성을지원하기위하여기술·경영상태진단·

분석후컨설팅서비스제공

● 사 업 량:5명

● 사 업 비:3백만원(국비50%,군비50%)

● 사업대상:농식품부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및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군단위컨설팅팀구성·운영

-청년농업인대상경영분석컨설팅추진

-경영컨설팅우수사례발굴하여홍보및농가현장지도에활용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목적:농업발전을이끌어나갈유망한예비농업인및농업경영인발굴하여정예농업인력으로육성

● 사 업 량:11명

● 사 업 비:3,300백만원(융자지원)/세대당최대3억원

● 사업대상:만18세이상만49세이하농업인

● 사업자격(요건)  

-독립영농경력:영농에종한한경력이없거나10년이하

-교육:대학의농업관련학교(고등학교또는대학교)졸업자혹은농업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이수

한자

-병역:군필또는면제,산입기능요원편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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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분 야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 보증금

축사 신축용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시설 설치 및 임차
하우스·온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보증금

축사신축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보증금

기타자금
홈페이지 개발, 묘목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홈페이지 개발,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 사업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531-383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업목적: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농업인들을대상으로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정착지원

● 사  업  량:20명

● 사  업  비:566백만원(국비70%,도비9%,군비21%)

● 사업대상:사업시행연도기준만18세이상~만40세미만

● 사업자격(요건)  

-영농경력(독립경영3년이하인자),병역(병역필또는병역면제자),거주지(신청지에실제거주하는

자)

● 사업내용  

-‘18년기선정(20명),’19년기선정(17명)및‘20년기선정(23명),’21년신규청년후계농(미정)

영농정착금지원

☞독립경영1년차는월100만원,2년차월90만원,3년차월80만원지급

-농지우선지원(농어촌공사농지은행)

-창업및경영개선자금지원(후계농·귀농자금,농협)

-영농기술및경영역량제고교육·컨설팅지원(농촌진흥청,농정원)

●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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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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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상담안내
구분 상담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

해남군 귀농귀촌 희망센터 refarm.haenam.go.kr 061-531-4274

전라남도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jnfarm.jeonnam.go.kr
061-286-2844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1577-1425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returnfarm.com 1899-9097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종합센터 sealife.go.kr 1899-9597

읍·면 농민상담소 안내
읍면 주소 연락처 운영요일

해남읍 해남읍 교육청길 54 (평생학습관 1층) 061-535-5301 수요일, 금요일

삼산면 삼산면 신기큰길 3 (삼산의용소방서 2층) 061-535-5302 월요일, 수요일

화산면 화산면 송평로 30 061-535-5303 화요일, 목요일

현산면 현산면 현산북평로 86 061-534-5419 월요일, 수요일

송지면 송지면 산정길 57 061-535-5305 화요일, 목요일

북평면 북평면 볼무당길 23 061-535-5306 수요일, 금요일

북일면 북일면 장고봉로 5 (면사무소 부속건물 1층) 061-535-5307 수요일, 금요일

옥천면 옥천면 해강로 5 061-535-5308 월요일, 수요일

계곡면 계곡면 신성2길 26 061-535-5309 화요일, 목요일

마산면 마산면 은적사길 25 061-535-5310 수요일, 금요일

황산면 황산면 시등로 78 061-533-4397 화요일, 목요일

산이면 산이면 금송리 847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061-535-5312 월요일, 수요일

문내면 문내면 심동길 7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061-532-1174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원면 화원면 금평길 32 (면사무소 부속건물 1층) 061-535-5314 화요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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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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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교육 안내

 영농 기초기술교육

● 기      간:3월~9월/10회

※신청기간:교육시작한달전(선착순접수)

● 장      소: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관

● 교육문의: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팀(☎061-531-3833)

회차 교육내용 기간 교육시간 인원(명) 비고

계 40시간

1회 고추 재배기술 3. 10.(수) 4시간 30

2회 토양의 이해 3. 17.(수) 4시간 30

3회 한우 입문 4. 7.(수) 4시간 30

4회 약용작물 입문 4. 21.(수) 4시간 30

5회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7. 7.(수) 4시간 30

6회 양봉 사양관리 7. 21.(수) 4시간 30

7회 딸기 재배기술 8. 11.(수) 4시간 30

8회 감나무 정지전정 8. 25.(수) 4시간 30

9회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9. 8.(수) 4시간 30

10회 SNS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전략 9. 15.(수) 4시간 30

 귀농 온라인 교육 기관

교육기관 주소 전화번호

농업교육포털 http://www.agriedu.net 044-861-8889

귀농귀촌 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1899-9097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http://www.jares.go.kr 061-330-2723

농촌진흥청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http://hrd.rda.go.kr 063-23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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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

● 선발대상

구분 신청가능횟수/년 대상

귀농·귀촌 3회 이내 도내 5년 이하의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

전문기술교육 5회 이내
도내 주소를 둔 교육 희망 농업인

농업기계교육 3회 이내

●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신청①시·군별안배②선착순배정

-과정별교육개시30일전부터15일전까지추천가능

※개인별인터넷신청불가

●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농업교육관(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세남로1508)

● 준비물

-신분증,필기도구

● 귀농·귀촌 교육

월별 과정명 기간 일수 인원(명) 비고

계 16과정 42 625

3월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23.~26. 4 30 시·군추천

4월 맞춤형 농촌정착 실무 20.~22. 3 30 〃

5월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1기) 6.~7. 2 30 인터넷100%

6월
여성 귀농인 역량 강화 9.~11. 3 30 시·군추천

귀농 마스터 플랜 22.~24. 3 30 〃

7월 승계형 귀농 13.~15. 3 30 〃

9월
귀농인 농촌생활 기술 7.~9. 3 30 〃

전원생활형 귀촌 28.~30. 3 30 〃

10월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2기) 26.~27. 2 30 인터넷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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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월별 과정명 기간 일수 인원(명) 비고

계 8과정(1기) 26 270

3월

과수 정지전정 2.~4. 3 25 시·군추천 

양봉 9. 1 100 〃

여성 농업인 창업(기본) 15.~17. 3 25 〃

4월

한봉 1. 1 100 〃

농촌육복합 전문가 양성 12.~14. 3 25 〃

약용작물 21.~23. 3 25 〃

5월
여성 농업인 창업(심화) 10.~12. 3 25 〃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 26.~28. 3 25 〃

6월
아열대 과수 7.~9. 3 25 〃

산업곤충 21.~23. 3 25 〃

7월 과일 발효주 제조 5.~7. 3 25 〃

9월

유기 농자재 제조 1.~3. 3 25 〃

치유농업 13.~15. 3 25 〃

GAP인증 30. 1 100 〃

11월
발표식품(장류·식초) 10.~12. 3 25 〃

농식품 가공(절임류·소스) 22.~24. 3 25 〃

● 농업기계교육

월별 과정명 기간 일수 인원(명) 비고

계 12과정(5기) 87 762 시·군추천

3월
여성 농업기계(1기) 4.~5. 2 25 〃

기계화영농사(1기 15.~26. 10 30 〃

4월

시군 농업기계 정비 1.~2. 2 25 〃

무인 자율주행(1기) 15.~16. 2 25 〃

농업인 드론방제기 26.~27. 2 25 〃

5월
굴삭기·지게차·스키드로더 6.~7. 2 25 〃

농작업 전기용접(1기) 20.~21.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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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과정명 기간 일수 인원(명) 비고

6월
귀농·귀촌인 농업기계 입문 3.~4. 2 25 〃

기계화영농사(2기) 14.~25. 10 30 〃

7월
여성 농업기계(2기) 1.~2. 2 25 〃

기계화영농사(3기) 19.~30. 10 30 〃

8월 무인 자율주행(2기) 26.~27. 2 25 〃

9월 밭작물 자동화 농업기계 2.~3. 2 25 〃

11월
농작업 전기용접(2기) 11.~12. 2 25 〃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실기 22.~26. 5 25 〃

3월~11월 농업용 드론방제기 자격증(위탁교육) 6개월 15 22 〃

 귀어·귀촌 교육

교육명 교육 시간 지역

귀어귀촌 종합교육 15시간 내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귀어귀촌 주말교육 7시간(토요일 1일) 서울

귀어귀촌 소규모 교육 4시간(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서울

귀어귀촌 온라인교육 20시간 상시(www.seali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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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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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안내
 

 임대 및 반납시간

● 임대시간:당일08:30∼

전날16:00∼18:00

●공 휴 일:임대-휴일전날16:00∼18:00

반납-휴일다음날09:00까지반납

●   임대절차

⇒농업인전화및방문예약⇒임대차계약서제출⇒카드결재,납부고지서발행⇒출고(사용요령

및안전사용교육)⇒세차후반납(이상유무확인)

● 임대사업소

구분 주소 연락처

본소 해남읍 땅끝대로 77-22 (농업기술센터 내) 061-531-3835~7

서부 문내면 심동길 7 061-532-1174

남부 현산면 매화길 37-15 061-536-7555

북부 산이면 원금길 428 061-532-5097

※임대농기계기종별사용용도및방법세부설명(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이용)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atc

농기계 임대사업소별 임대료

연번 기  종  명
총수량

(대)
임대사업소별 보유수량

임대료(원)본 소 서 부 남 부 북부

603 223 137 127 116

1 굴삭기 18 7 4 4 3 94,000

2 논두렁 제초기 22 10 5 4 3 16,000

3
논두렁
조성기

소형 7 2 5 0 0 13,000

중형 15 6 2 4 3 24,000

4 농 산 물 선 별 기 12 5 1 3 3 20,000

5 돌   수   집   기 18 7 5 3 3 20,000

6 동  력  배  토  기 20 6 6 4 4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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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종  명
총수량

(대)
임대사업소별 보유수량

임대료(원)본 소 서 부 남 부 북부

603 223 137 127 116

7 동  력  제  초  기 8 4 2 2 0 9,000

8 랩   피   복   기 1 1 0 0 0 72,000

9 마늘쪽 분리기
3단 4 2 2 0 0 13,000

4단 16 6 2 5 3 20,000

10 모     우    어 5 2 1 1 1 55,000

11 목 재 파 쇄 기 4 2 1 1 0 35,000

12 반전집초기
1축 6 2 1 3 0 35,000

2축 9 3 3 1 2 20,000

13 보행관리기
소 형 15 6 3 3 3 13,000

대 형 17 5 4 4 4 16,000

14 비닐피복기
트랙터 17 5 4 4 4 9,000

인력식 8 2 2 2 2 9,000

15 비료살포기
석  회 10 3 3 2 2 10,000

유기질 15 8 3 2 2 13,000

16 수확기

경운기 10 3 2 2 3 10,000

트랙터A 43 14 9 10 10 20,000

트랙터B 1 1 0 0 0 55,000

17 제 초 기
승 용 2 2 0 0 0 55,000

트랙터 14 4 3 3 4 20,000

18

몰드보드

1련 3 2 1 0 0 13,000

3련 5 1 2 1 1 24,000

4련 4 1 1 1 1 27,000

4련(大) 1 1 0 0 0 55,000

5련 1 0 0 0 1 72,000

원판쟁기
6련 4 1 1 1 1 20,000

8련 9 3 2 2 2 24,000

이랑쟁기 5, 7련 12 3 3 3 3 13,000

치즐쟁기 9련 4 1 1 1 1 20,000

19 전  동  가  위 11 4 2 3 2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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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종  명
총수량

(대)
임대사업소별 보유수량

임대료(원)본 소 서 부 남 부 북부

603 223 137 127 116

20 진    압    기
5 2 1 1 1 20,000

1 0 0 0 1 72,000

21 콩   선   별   기 14 6 2 3 3 13,000

22 콩 정 선 기 26 10 6 6 4 9,000

23 콩 탈곡기
모 터 22 9 5 4 4 10,000

트랙터 28 12 6 6 4 13,000

24 탈 망 기
A 형 18 5 5 4 4 9,000

B 형 3 3 0 0 0 13,000

25 퇴비살포기

차량 9 3 2 2 2 35,000

3t 12 3 4 5 0 39,000

4t 19 8 4 2 5 55,000

26 파이프밴딩 성형기 4 1 1 1 1 24,000

27 파 종 기

감 자 6 2 1 1 2 72,000

다목적 15 4 4 3 4 20,000

옥수수 1 1 0 0 0 94,000

인력식 41 14 9 9 9 9,000

인  삼 1 1 0 0 0 16,000

28 풍  압  정  선  기 3 3 0 0 0 30,000

29 휴  립  복  토 기 4 1 1 1 1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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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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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농지와 농업인

● 농지:지목이전,답,과수원으로되어있는토지와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토지

구분 내용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
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 제외),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축산업 동물(수생동물 재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인의 기준

구분 대상자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을 설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대가축(소,말 등) 2두, 중가축(돼지, 염소 등)10두, 소가축(토끼 등) 100두, 가금류(닭, 오리 

등)1천수 또는 벌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구분 대상자

어업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ㆍ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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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 등록

구분 대상자

작성대상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업종범위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록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목포시 통일대로 130(☎061-280-1743)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제 시행

구분 대상자

작성대상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자율등
록이 원칙(미등록시 참여 제한)

대상품목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축사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관련 
정보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
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본형)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선택형) 경관보적직불, 친환경직불 등
 - 신청문의: 농정과 친환경 팀 (☎061-530-5375)

등록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
 -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35 (☎061-536-6060)

 농어민 공익수당

구분 대상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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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별 30만원씩 2회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농정과 농사팀 (☎061-53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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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구분 대상자

공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거주지 또는 경작지 소재 농협에서 농기계 보유현황 경작사실 등을 신고해야 함

지원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유 등

면세유류지원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경운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세제지원

● 취득세 감면

구분 내용

감면대상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세제지원
취득세 50% 경감
 ※ 2021. 12. 31.까지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구분 내용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세제지원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 공제
※ 2021. 12. 31.까지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구분 내용

특례내용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대상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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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농어업인(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경감률 0~28%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농업인 지역가입자
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원금액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최고 43,650원/월(기준 소득월액 97만원)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1355)

 주택건축 관련

1. 주택 건축 절차

● 토지 알아보기

•정부24:www.gov.kr(지목,면적,경계,형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olit.go.kr(용도,행위제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토지소유자)

※주택건축이어려운부지:진입로가없는토지(맹지),소유자의승낙을받아야하는곳

2. 건축설계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바닥면적의합계가85㎡미만인증축ㆍ개축또는재축

●연면적이200㎡미만이고층수가3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

●읍·면지역에서건축하는건축물중연면적200㎡이하창고·농막

●읍·면지역에서건축하는건축물중연면적400㎡이하축사·작물재배사

●가설건축물중해당조례로정하는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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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 개발행위허가:토지의모양과성질을변경하는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지목이전,답인농지를농업경영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 산지전용허가(신고):지목이임야인토지를임업경영및산림보존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 건축허가(신고):건축물의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및공작물의축조등을하려는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주거등의목적으로건물을건축할때반드시설치해야하는오수처리,

정화조신고

4. 건축신고 기준

●건축허가대상이라도소규모증·개축,소규모대수선행위,농수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소규모

주택·축사등은신고로서허가

대상 건축물 규모 행위

기존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 또는재축

비도시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제2종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축 제외)

증축·개축 또는재축

기존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

내벽력 30㎡이상·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대수선

5. 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대지면적에대한건축면적의비율

•용적률:대지면적에대한건축물총면적(연면적)의비율

구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건폐율한도 최고한도 용적률한도

관리지역

보전관리 보전관리지역 20% 20% 80% 50~80%

생산관리 생산관리지역 20% 20% 80% 50~80%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 40% 40% 100% 50~100%

농림지역 20% 20% 8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20% 80% 50~80%

6.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건축:건축법에따른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인공을가하여제작한시설물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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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와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은제외

※조성이완료된농지에서농작물재배,농지의지력증진및생산성향상을위한객토나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설치를위한토지형질변경일경우2m이상의성토나절토를할경우개발행위허

가대상임

•토석채취:흙,모래,자갈,바위등의토석을채취하는행위

※토지의형질변경을목적으로하는것을제외

•토지분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의분할

※건축법에따른건축물이있는대지는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따른허가,인가등을받지

않고행하는토지의분할

-건축법에따른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토지의분할

※주거지역60㎡,상업지역150㎡,공업지역150㎡,녹지지역200㎡,기타지역60㎡

-관계법령에의한허가,인가등을받지않고행하는너비5m이하로의토지의분할

•물건을쌓아놓는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의울타리안에

위치하지아니한토지에물건을1월이상쌓아놓는행위

7.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와공유수면의매립(경작을위한

토지의형질변경은제외)

•절토:평지나평면을만들기위하여흙을깎아내는일

•성토:종전의지반위에다시흙을돋구어쌓는것

•매립:연안의옅은수역에토사를운반하여지반을높이고새로운육지를만드는것

•정지:흙을이동시켜,수평또는균일경사의지표면을조성하는것

•포장:길바닥에아스팔트,돌,콘크리트등을깔아단단하게다져꾸미는일

 『축사 신축 허가』 처리 절차 안내

순서 처리부서 검 토 사 항 연락처

1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

『해남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저촉 여부 검토 061-530-5339

2

<산지인 경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검토 061-530-5649 

<농지인 경우>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개발행위 검토
061-530-5364
061-53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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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처리부서 검 토 사 항 연락처

3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사항 검토

061-530-5445

4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검토
 * 북평,북일 

061-530-5417

문화예술과
(문화재보호팀)

문화재보호법 제한 구역 검토 061-530-5856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검토 061-531-3670

안전도시과
(재난관리팀)

소하천구역 행위제한 검토 061-530-5494

건설과
(토목팀)

도로점용 국유재산 허가
접도구역 건축행위 제한 검토

061-530-5829
061-530-5495

5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검토

061-530-5339

6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축산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061-531-3914

7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 용도지역 등 검토
061-530-5464
061-530-5472
061-530-5473

※위검토사항은정식민원신청전개발행위가능여부를알수있는최소한의검토절차이며,정식민원

신청시관계법령변동,현지상황,군계획위원회심의등에따라최종결과가달라질수있음.

 전입지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대상)전입일기준타시·군·구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있다해남군에전입한자

(신청)전입일로부터6개월이내(거주지읍·면사무소)

(지원)전입자1인당5만원상당의해남사랑상품권

(문의)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530-5729

(기타)해남군민혜택:주요관광지입장료무료(신분증제시)

-우항리공룡화석지,땅끝전망대,우수영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고산유물전시관,미로공원,

대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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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해남군 사업)

(대상)관내거주하는신혼부부로아래조건에모두부합한자

-2018.2.9.이후혼인신고한부부

-신청일기준부부중1명이상이관내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

-부부합산연소득1억원이하로부부모두만49세이하

-관내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금융권대출자

※건축물대장에미등기된건축물을임차한경우제외

(신청)주소지읍·면사무소

(지원)금융대출잔액의2%지원(최대1백만원)

※신청일기준연1회/혼인신고일기준5년간지원가능

(문의)인구정책과출산장려팀☎061)530-5980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전라남도 사업)

(대상)관내거주하는무주택신혼부부또는다자녀가정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의보금자리론등대출

심사를통과하여군내신규주택을구입한자.

(기준)(신혼부부)결혼5년이하로부부모두만49세이하인경우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3자녀(자녀중1명은만12세이하)이상인경우

(신청)주소지읍·면사무소(상·하반기)

(지원)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월정액최고15만원,최대3년)

(문의)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530-5729

※1가구다주택소유자,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주거급여등주거구입지원을받고있는자제외

●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해남군 사업)

(대상)-(거주·연령):관내거주청년(만18세~49세)

-(소득)·취업청년:최근180일동안본인소득월평균200만원이하

·창업청년:최근5년이내창업,연매출1억원이하

-(주거):전세(대출금1억원이하)또는월세(월임대로60만원이하)주택계약거주

(지원)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1인당최대10개월간월10만원정액지원/연최대100만원)

(문의)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530-5729

※국가및지자체로부터주거지원대상자는제외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전라남도 사업)

(대상)-(거주·연령):관내거주중소기업근로청년(만18세~39세)

-(소득):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150%이하

-(주거):전세(대출금5천만원이상)또는월세주택거주자

(지원)1인당월10만원정액지원(연최대120만원)

(문의)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530-5729

※국가및지자체로부터주거지원대상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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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안전보험 가입

● 피보험자:해남군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모든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20.2.1.~’21.3.31.

● 보험료:해남군에서일괄납부완료

● 보험가입혜택:

(폭발,화재,붕괴,사태)사망또는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중상해

(후유장애포함)사망,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뺑소니무보험자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익사

사고사망,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자연재해사망(열사병일사병포함),농기계상해사망(후유

장애포함)등

● 보험금 청구 문의:해남군안전도시과안전총괄팀☎061)530-5825~6

※계약기간중전입했거나다른지역에서사고를당하더라도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고타보험과

중복보상가능

 읍·면사무소 연락처

읍면사무소 주    소 전화번호

해남읍 해남읍 남부순환로 114 061-530-7312

삼산면 삼산면 신기큰길 7 061-531-3018

화산면 화산면 해남화산로 1061 061-531-3063

현산면 현산면 현산북평로 86 061-531-3119

송지면 송지면 산정1길 96 061-531-3163

북평면 북평면 달량진길 8 061-531-3213

북일면 북일면 장고봉로 5 061-531-3269

옥천면 옥천면 해강로 5 061-531-3319

계곡면 계곡면 해남로 1442 061-531-3362

마산면 마산면 마산로 445 061-531-3401

황산면 황산면 시등로 70 061-531-3469

산이면 산이면 비석길 102 061-531-3512

문내면 문내면 동영길 10 061-531-3562

화원면 화원면 금평길 32 061-53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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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농축협 연락처

농협 주  소 전화번호

해남군지부 해남읍 중앙1로 147 061- 536-2152

해남농협 해남읍 중앙1로 181 061-536-3773

해남농협 남부지점 해남읍 중앙2로 81 061-536-3776

해남농협 구교지점 해남읍 북부순환로 178 061-536-3778

해남농협 동부지소 해남읍 남부순환로 5-1 061-536-3775

옥천농협 삼산지점 삼산면 고산로 512 061-535-0133

현산농협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061-532-7681

송지농협 송지면 산정1길 80 061-533-2471

북평농협 북평면 볼무당길 15-29 061-533-1081

옥천농협 북일지점 북일면 만월길 11 061-533-0193

옥천농협 옥천면 해강로 6 061-532-5638

계곡농협 게곡면 해남로 1452 061-532-5891

해남농협 마산지점 마산면 마산로 398 061-532-5291

황산농협 황산면 시등로 79 061-532-2851

산이농협 산이면 비석길 117 061-532-4888

문내농협 문내면 우수영로 11 061-532-1531

화원농협 화원면 신평리길 2 061-532-0091

해남진도축협 해남읍 홍교로 64 061-534-960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주소

총무과 061-536-2152 해남읍 땅끝대로 141

송지지점 061-536-3773 송지면 산정1길 115

화산지점 061-536-3776 화산면 송평로 2-4

황산지점 061-536-3778 황산면 시등로 130

북평지점 061-536-3775 북평면 달량진길 34

우수영지점 061-535-0133 문내면 우수영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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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농림업어업분야 보조사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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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정분야 보조(융자)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귀농, 수출농어가, 학사농업인 
등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관련 사업    10억원 
이내 (1%)

- 2년 거치 5년 상환(시설공통)
- 2년 거치 3년 상환(운영자금)

농정과
(농정

기획팀)

농어촌민박 시설
개선사업

농어촌민박업체
농어촌민박 도배, 조명, 주방, 간판교체 등 시설 개보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등 문화 복지분야 (36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 바우처 카드 지원(1인 
20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 농어업인(법인)
-   이자차액 이자 한도액(개인 

2백만원 이내, 법인 4백만원 
이내)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   농업종합자금 대출이자 3%의 일부(2%)      

지원(농가 1% 부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어업인(양축, 임업인 
포함)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본인
 ※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 

제외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고교무상교육 시행 

(‘19년 고3, ‘20년 고 2,3, ‘21년 고1.2,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총 180일 기간 중 
70일간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

- 1일 기준 69,760원의 80%인 55,810원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   마을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마을당 농업인 
20인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

-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일부 지원(25일 이내)
- 반찬배달 공급비 지원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우렁이 벼 피해농가 월동한 우렁이 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비모판 지원

친환경 벼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무농약 벼 인증면적이 
10ha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 
(농업인)

포트묘이앙기, 부속작업기(파종기, 파종판) 지원 공급

농정과
(친환경팀)

친환경 벼 포트육묘 
상자 지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친환경 농가(단지)의 우렁이 피해예방을 위한 
포트육묘상자 구입비 지원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2ha이상 친환경 벼 재배단지 
중 구성인 5인 이상인 지역

공동 방제단을 결성 후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활용하여 공동 방제한 비용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을 획득한 농업인 및 
법인

친환경농업의 질적 확대와 정착을 위해 친환경 
장려금을 친환경 재배 난이도에 따라 작물별로 차등 
지원 무농약벼 6년이상 인증농가 지원제외.
※ 신청기한: 3.1.~3.31.한
※ 전라남도 ̀ 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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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규 
또는 연장하는 단지(농가)

인증수수료, 출장비, 심사비, 잔류농약  인증에 따른 
실소요 비용의 80% 지원 
-   토양·수질분석 제외, 무농약 5ha 한도, 단체는 표본 

농가수에 한정하여 4개 항목 실소요액 80% 지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단지) 제외
※ 전라남도 ̀ 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있음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상한면적 
(2,000㎡)내에서 지원가능

과수 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수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3년간 인증유지)

※ ̀ 21년 재원변경 : 보조 65% 자담 3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유통포함)

-   수도권지역 급식업체 및 
친환경 유통업체에 
인증농산물 납품하는 농가

-   친환경실천 의심단지 및 
신고 필지 대상농가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검사희망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시 군에서 

검사의뢰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친환경 벼 재배 농가

새끼우렁이 구입비(㏊당 12㎏) 일부지원
※ 친환경 보조 100% / 일반답 제외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유기인증 농가의 보험 
가입 농업인 및 필지

유기인증 취득한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 후,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 농작물 재해 보험료 자부담분(20%)을 지원
※ 전라남도 ̀ 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있음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

무농약 인증 취득한 과수채소 재배필지를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후,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자부담분(10%) 지원
※ 해남군 ̀ 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있음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돌발병해충(먹노린재 등)
긴급방제를 위한 적용약제 구입비 일부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21년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지원대상)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 1인당 자부담 96천원
*1회 공급한도 : 20천원이상 ~ 60천원이하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

수단그라스를 희망하는 
친환경 실천 농가

녹비용 수단그라스 종자 지원
※ 신청기간: 전년도 7월
※ 공급기간：4~5월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유기농 벼 재배농가 중 볏짚 
환원을 희망 신청농가

유기인증을 획득하고 필지별로 벼 수확 후 볏짚을 잘라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 지원
※ 신청기간: 당해 연도 7월 중
※ 지원한도: 0.1 ~10ha
※ 이행점검(11월 중순) 전까지 볏짚 판매 불가
※   제외대상: 관행필지, 유기인증 취소, 생물다양성 

대상농지, 볏짚 미환원한 농지,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지

농정과
(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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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업 자재)

지원

녹비작물(관행,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신청 
친환경농업인(법인)
(※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자 
지원)

녹비작물(ha당): 자운영 35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수단그라스 
50kg(인삼농가만)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ha당)
: 무농약 1,500천원, 유기 2,000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종 
구분

유기질
비료

가축분비료
특등급 1등급 2등급

계 2,100 1,600 1,500 1,300
국비 1,000 1,000 900 700
군비 1,100 600 600 600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군비 
500원(20kg당) 추가지원

-   관내 부숙유기질비료 구입시 300원(20kg당) 
추가지원 

※ 신청시기: 전년도 11.9. ~ 12.8

토양개량제 지원 농경지 경작 농업인 

읍면 3년 1주기(20~22년) 토양개량제 공급
※ 비종 : 4종(규산질, 석회, 패화석, 부산석고)
※ ̀ 20년~22년 공급량 신청기간 : 2019년 4~5월 
 단. 사업변경 및 추가신청 : 공급 전년도 11월 중 가능
-   ̀20년 공급완료 : 해남읍, 삼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 ̀ 21년 공급읍면: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문내
- ̀ 22년 공급읍면: 황산, 산이, 화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원하는 농업인

토양개량제 공급년도 공동살포단을 선정하여 
신청자에 한에  살포
- ̀ 21년 공급읍면: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문내
※ ̀ 지원단가 : 비종과 관계없이, 포당(20ka) 800원
※ 단., 개별살포는 지원불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농지: ̀ 17~19년 쌀밭조건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지
-   대상자: ̀ 16~19년 쌀밭조건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업인(법인)

 지급대상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 충족 시 직불금 지급
※ 신청기간: 2~5월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
※  지급단가(ha당)
  - 소형직불금 농가당 1,200천원
  - 면적직불금 ha당 2,050천원~1,000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을 사업기간 
(20.11월~21.10월) 충실히 
유지·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 경작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지원한도: 무농약(3회)유기(5회)
※ 신청시기: 3.1.~3.31.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친환경 농업을 사업기간 
(1월~12월) 충실히 
유지·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 경작자
※   단, 무농약 벼 4년차 1회 

지원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신청시기: 3.1.~3.31.한

농정과
(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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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前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19. 12. 31. 이전

 연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대상 요건 검증 후 지급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못자리 상토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상토품질관리지침에 적합한 상토를 공급
(직파, 타작물, 휴경, 무논점파 면적 제외)

고구마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 지원

관내 고구마 재배 농업인  
PLS허용약제(포스)를 활용한 연작으로 인한 고구마 
굼벵이 예방약제 살포지원

논두렁 개량 지원
논두렁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논두렁 PE필름 지원으로 봄철가뭄 예방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농정과
(농사팀)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지원

관내 초당옥수수 재배 농업인
조기 수확을 위한 터널재배 기자재 지원
(부직포, 지주, 필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안전보험 가입희망 농업인
(만15~87세 농업인)

1인당 보험료의 80%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협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농가부담 보험료의 80%지원 / 67개 작물
(※ 가입품목: 벼, 고추, 배, 단감 등)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협이 판매하는 농기계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농가부담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12 종
(※ 대상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해남군내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지원한도 농가별 0.1ha~2ha한도

다목적소형
농기계 구입

농기계 구입 희망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 최대 2백만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

농기계 구입 희망농업인

맞춤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있는 형식 및 

기종
-   대당 4,000천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 최소 2백만원 ~ 최대 5백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포함)지원

곡물건조기 지원희망 농업인 곡물건조기와 집진기를 세트로 지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곡물건조기 보유농가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구입지원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 개인 
등

인력절감과 공동영농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농업용 
드론, 지게차, 농업용굴삭기 등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희망농업인 및 농업단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너비1m ×길이2m)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농가 
중 미 부착(탈락)농가

등화장치 ,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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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안전사용장비
공동방제단, 쌀전업농, 
고령농가 등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    방제복 1벌, 개량마스크 5개, 차광모 또는  보안경 

1개 

개량물꼬 지원사업
(지자체 협력사업)

개량물꼬 보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개량물꼬 지원

특수 농기계 자격증 
취득지원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드론, 지게차, 굴삭기, 스키로더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유해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법인), 농협조직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객토지원 객토 희망농가 객토에 필요한 장비대 지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및 
밭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지목과 상관없이 쌀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급

경관보전 직불제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절감)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또는 
법인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커튼 지원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원예작물 및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원예작물 생산
하우스시설 개선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시설원예 하우스내 관수관비시설, 환기시설, 난방기 
자동개폐기 등

농정과
(원예

특작팀)

화훼 절화용 
팩 구입

화훼 재배농업인 화훼절화재배 농가에 절화 보호용 비닐 팩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고추 재배농업인
고추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향후 5년간 고추재배 의무)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훈증 소독제 
(작물보호제)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기타 
자재 설비 등 지원

밤호박시설 
냉해예방 지원

밤호박 재배농업인 시설내 밤호박 재배시 냉해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

지자체 협력사업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 비료 등)

배추, 마늘, 양파 등 재배 
농업인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비료 지원으로 병해충 예방과 
밭작물 품질 향상

지자체 협력사업
(PLS 잔류농약 

방제지원)
마늘 재배 농업인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지원

배추 재배농가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

농정과
(농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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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마늘·양파 
연작피해예방 
토양소독제

마늘·양파 재배농가
마늘·양파 연작지에 마늘흑색썩음병과 양파 노균병 
예방에 필요한 토양소독제 지원

고추 탄저병 등 
병해예방 부직포 

지원
고추 재배농가 고추 탄저병 등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

흡입식 
마늘건조장치 지원

마늘 재배농가 마늘 적기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FTA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과수(무화과) 
농가 또는 농업법인

하우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 방조망 등 지원

참다래 꽃가루 지원 참다래 재배농가 참다래 재배농가에 꽃가루 구입비 지원 

과수 
생산기반 확충

과수 재배농업인 관수시설, 덕시설, 재해예방시설 관리장비 등 지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관내 주요 과수(무화과)농업인에게 농산물 홍보, 
마케팅, 교육, 공선회 조직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농정과
(원예

특작팀)

학교 과일간식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학생 1인당 1회 150g 기준 과일간식 연간 30회
이상 지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를 
991㎡ 이상 신규설치 또는 
보완시설설치 희망 농가

신규시설 및 다겹보온커튼 등 하우스 시설보완

버섯배지 구입 지원 버섯 재배농업인 느타리 버섯, 병버섯 배지 구입 지원

고추수확작업기 
지원

고추 재배농업인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딸기 재배 작목반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인삼 특화품목 
육성 지원

인삼 재배농업인 인삼식재 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인삼재배 관수
시설 지원

인삼 재배농업인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점적관수 시설 지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 

단동하우스 

지역 특화작목 재배 희망 
농업인

밤호박, 무화과, 세발나물 등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지원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동절기 소득작목 재배농업인
동절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이중 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엽연초 재배농업인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4종복비, 멀칭필름 등 지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농업인
재배사 개보수, 환기시설, 냉난방기 등 자동화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인삼 재배농업인
철재해가림시설,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무인 
방제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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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원예특용작물 재배농업인
시설원예(하우스), 특화작목 인프라 확대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지원

딸기재배농가(신규 귀농 포함)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위한 내재해형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등 지원, ICT기반 스마트팜 시설제어센서 
장비 등 일괄 지원

시설원예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재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버섯, 인삼 등) 
재배농업인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및 차광·차열제 등 
온도저감자재 지원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농업용수 처리기가 필요한 
원예작물 시설 재배농업인

지하수 이용 관수·관비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양액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업인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배지(상토) 구입비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딸기 재배(예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농정과
(원예

특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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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통지원분야 보조(융자)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농산물 집하선별장 
시설 지원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165㎡(5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 형식 작업장 
설치 지원

유통지원과
(유통

기획팀)

고구마 세척기 
지원

고구마를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고구마 세척, 건조, 선별, 포장이 가능한 
복합세척기계 지원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지원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구입비용  지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ha미만 과수·채소 등 농산물 
소규모 재배농가

-   10㎡ 규모의 판넬식 냉동·냉장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ha이상 과수·채소 등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

-   165㎡(50평) 규모의 철골조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 수출용 포장재(박스, 용기 등) 제작 지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

- 수출용 포장재(박스, 용기 등) 제작 지원 
- 표준물류비의 15%이내 지원
 ·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5%이내 
 ·   수출농가(단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농어촌진흥기금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66㎡(20평) ~ 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융자 지원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

양곡을 직접 생산하여 
톤백(800kg) 출하하는 농업인

- 정부고시 포장재 규격에 따른 톤백(800kg) 지원

유통지원과
(명품쌀팀)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21년산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하는 농업인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 지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된 
해남미소 입점업체(농가)

-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유통지원과
(통합

마케팅팀)

해남미소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해남미소 입점업체(농가) - 상생방송 운영비 지원

농수특산물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해남미소 입점업체(농가)

-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남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사업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및 농업인

-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유통지원과

(농촌
융복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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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제조·가공 
장비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필한 법인 또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 장비 지원

유통지원과
(농촌

융복합팀)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지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법인, 신규 농업인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중 
포장재 개발 희망 업체

- 포장재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절임배추 생산 
장비 지원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 및 농가

- 절임배추 생산 장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 
원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참여 
(계획) 중인 농가 중·소 귀농 
귀촌 농가

- 이중비닐하우스(300㎡이내) 설치비 지원
유통지원과

(먹거리
전략팀)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톱밥표고배지 
구입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 톱밥표고배지(국산 갈변배지)

산림녹지과
(산림

경영팀)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 표고 원목 및 종균

우량 종묘생산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   상토, 비닐포트, 양묘상자, 부직포 등 종묘 생산 

경상자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업인, 생산자단체
-   기존 표고재배사 재해예방시설, 관수, 관정 등 

생산시설, 생산장비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업인, 생산자단체 - 저장저온시설, 가공장비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인, 생산자단체
-   관정, 관수시설, 재배하우스, 울타리, 종자 및 묘목 

등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업인, 생산자단체 - 지력회복용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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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청년어촌정착지원
40세 미만의 어업경영(양식업 
포함) 3년 이하의 신규 창업자

-   40세미만의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신규 
창업자에게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관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어업인 및 어업법인으로 
수산업정책자금 대출 
(실행)어가

-   수산업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 
지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아 김 양식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

-   김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 지원

어선 보험료 지원 관내 어업인 
-   어선의 각종 재해 발생 시 국비를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의 35% 지원 
- 관내 주소지의 해당 수협지점에 가입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관내 어업인 
-   어선원의 재해 발생 시 톤급별로 국비를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의 10~40% 지원
- 관내 주소지의 해당 수협지점에 가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관내 어업인 
-   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가입유형별로 국비를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의 60% 지원
- 관내 주소지의 해당 수협지점에 가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내 어업인 

-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가입유형별로 국비를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의 60% 지원 

- 관내 주소지의 해당 수협지점에 가입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지원

관내 어업인
-   자동화 장비(김 채취기, 해조류 포자이양기, 

고압세척기 등) 지원
- 3천만원 이하의 장비

양식시설현대화 
융자 지원

관내 어업인

-   양식어업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 (어선건조, 
양식시설물 자재 구입 등)

- 융자 80%, 자담 20%
-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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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면역증강제) 공급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관내 허가어선 소유 어업인

- 어선의 기관, 장비, 설비 등을 대체·설치 지원
- 수협중앙회와 계약체결업체 구매단가에 의함

고수온 대응 지원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차광막) 구입비 지원

유망양식 품종 
종자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유망양식품종(곰피) 구입비 지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수질분석 및 무병증명검사비용, 사료 
안전성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김 육상채묘 지원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타 해조류의 부착 방지 및 해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채료를 위한 김 육상채묘 지원

김 양식 로프 
공급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김(파래 포함)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해황이상(돌풍, 강풍 등)에 따른 시설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김 양식 로프 지원

김 양식 어망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김(파래 포함)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안정적인 김 양식 경영을 위한 김 어망 공급 지원

김양식 기자재 공급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김(파래 포함)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김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지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 보전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아 김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   친환경 김 양식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아 김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   김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지원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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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량종묘
(패각사상체) 공급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김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친환경 김 양식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김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김 수급조절 및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한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고품질의 김을 원활히 생산하기 위한 김 

우량종묘(패각사상체) 구입비 지원

전복양식장소독제 
(미생물제)지원

김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가(단체)

-   슈퍼 다시마(곰피) 구입비 지원으로 전복양식 
생산성 향상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김 수산종자 생산 공급 시 필요한 영양제 및 질병 

예방제 지원

어업 미끼(게)
구입 지원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전복양식장소독제(미생물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류양식장 소독제 
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김, 미역가루) 공급으로 

전복 양식 생산성 향상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어업 미끼(게) 구입비 지원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어류양식장 소독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망 지원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관내 어촌계(어업인)
-   해상 양식관리선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하여 어촌 

노동력 해소 및 운영경비 절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해상 양식관리선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하여 어촌 

노동력 해소 및 운영경비 절감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망 지원

관내 어촌계(어업인) - 해상전복가두리 그물망 공급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관내 어업인 또는 단체 - 전복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공급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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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구명조끼, 입출항단말기 등 지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내수면 양식을 하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 및 개인

- 양식어장 설비비, 지하수 개발비 등 지원

해양수산과
(해양 자원팀)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

내수면 어업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수질개선제, 
영양제, 소독제 등)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내수면 어업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수차, 부직포, 양수기 
등)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내수면 어업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로 용수확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어업인,수산물가공업자 및 
어촌계 등

-   13㎡~16.5㎡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냉동, 
냉장)저장시설

해양수산과
(수산물 

유통지원팀)
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재판매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등

-   수산물 및 가공식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