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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요 제도와 시책 

제도 /시책명 기존 변경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행

( 선 융자 지급 가능)

사업 완료 이후

농협 융자 실행

(원칙) 사업완료 후 융자실행

(예외) 대상자 희망시 농협 선(先) 융자 실행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규)

청년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임차료의 70% 지원 : 

연 2백만 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신규)
1인당 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

도 내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규)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영아수당 지원 (신규)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지원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1끼 6,000원 1끼 7,000원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규)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제도 /시책명 기존 변경

임신 출산 의료서비스 지원(금액, 

사용기간 확대)

-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임산부 지원 결정

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

(출산일) 이후 1년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임산부 지원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실시

민원 필기대 편람, 

게시판 게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민원서식 

작성 예시 확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심청상품권 10만원 

지급
심청상품권 30만원 지급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전입직원 1인당 

5만원
전입직원 1인당 10만원

관외전입 학생 지원
1인당 

반기별 5만원
1인당 반기별 10만원

곡성군 대학생 장학금 지급

부모 중 한 분 이상

의 주소가 곡성군에 

1년 이상 등록된 

국내 대학생

부모  중 한 분 이상의 주소가 곡성군에 1년 

이상 등록되고, 곡성지역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내·외 대학생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사업 (신규)

- 유아 대상 숲·생태 교육 운영

- 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진로 아카이브 시스템 [Dream!ing] 운영

- 진학 역량강화 프로젝트 : 비상(飛上) 운영

- 찾아가는 STEAM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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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0201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중년의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대상을 40~60대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용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리스료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3월

인구정책과 지역공동체팀(☎061-360-2933)문 의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2)문 의

사업대상 확대
(4050 → 4060)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신청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신청

세부 시행지침에 
사업비 이월 

엄격 제한 명시
신설

세부 시행지침에 
사업비 이월 

엄격 제한 명시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40 ~ 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원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백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에 총 3백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0 ~ 69세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 ~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만 40 ~ 69세 취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신청시기 : 신중년 취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시·군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임금 입금통장,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등

· 사업취지
- 배달용 초소형전기차 리스료 지원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 핵심내용
- 도내 e-모빌리티 생산제품(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지원(약 50%)

· 군민들이 받는 혜택 등
- (초소형전기차) 소상공인 1명×연 100만원(월 최대 지원금액 10만원×10개월) 

- (전기이륜차) 소상공인 1명×연 25만원(월 최대 지원금액 2.5만원×10만원)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리스료 지원 대상 차종은 무엇인가요?
-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 민간 보급현황 등 감안하여 리스 수요가 높은 차종을 대상으로 선정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도내 e-모빌리티 생산제품(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 소상공인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구매 시 소요되는 일시적 목돈(15백만원)에 비해 경제적 부담 경감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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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040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전라남도 전  국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로 군민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도내 투자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4)문 의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1)문 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핵심내용
- 단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복합 설치 가능

- 주택·공공·상업건물 등 복합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 군민들이 받는 혜택 등
- 주택 태양광 설치를 통해 1개소 당 연간 3,800kW 전기 생산(약 60만원 절약)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연료전지 등을 설치함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설치비 자부담비(예상) 지원 : 태양광 주택 1,006천원/3kW

                                               태양열 주택 792천원/6㎡ 

※ 2022년도 태양광·태양열 설치 단가 변동 시 추가 안내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옥과면, 오산면, 겸면, 입면, 삼기면 일원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태양광」은 태양전지모듈을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하며 주택에서

태양광 3kW를 설치 할 경우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간 약 4~8만원 전기료를 절약

- 「태양열」은 태양열집열기를 이용하여 태양의 따뜻한 열을 모아 온수로 사용하며 

주택에서 태양열 6㎡ 설치 할 경우 월간 약 2~4만원 연료비를 절약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신청대상 법인 
업력 기준 완화

국내 3년 이상 법인 국내 1년 이상 법인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독립사업장 마련 지원

기존에 입주 중인 
창업보육공간 폐쇄 시

보조금 지원 불가

창업보육공간 폐쇄 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보조금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최대 50%)

                 설비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지원(분담비율 : 국비 75~65%, 지방비 25~35%)

·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지원 유형별 해당기업 중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 고용창출 10%

(최소 1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법인, 상시고용 30인 이상

②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1년 이상 법인, 상시고용 10인 이상

③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장소 : 투자지역 시·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34종 요구서류

- 신청기한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지보조금 신청 시 부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부지매입, 착공 등 실제 투자행위 이전에 도·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함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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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 분야

05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를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1)문 의

· ‘매출채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공적보험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의 60%(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 보험가입 기업은 최대 100억원(매출채권보험의 80%)까지 보장 가능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중소제조 기업 중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제조 분야 중소기업

- 신청장소 : 신용보증기금 영업소

- 제출서류 : 보험 가입서류 등

· 사업취지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전           

· 핵심내용
- 도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 가입 시 보험료의 60%를 지원           

· 군민들이 받는 혜택 등
- 도내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의 60% 지원

※ 보험가입 기업은 최대 100억원(매출채권보험의 80%)까지 보장 가능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02
농림 · 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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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일부) 2022년 8월 18일

주요내용
• 농업인 세대별 작성
• 1천㎡ 이상 농지
• 농업인 주소지 관할
• 행정에서 직권 작성

•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필지별 작성
• 모든 농지
• 농지 소재지 관할
• 농지 변경신고 의무화

종 전 변 경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개편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전  국전  국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개선됩니다.

농지의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농지대장」
으로 변경됩니다.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0)문 의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0)문 의

· (현행) 농업인 세대별 작성 ⇒ (개정) 필지별 작성/ 2022.4.15.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

· (현행)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 ⇒ (개선) 전체 농지/ 2022.4.15.
- 농지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소규모 필지 포함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2022.4.15.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시 열람 및 출력제공

-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ㆍ관리

· (현행) 농지원부 ⇒ (개선) 농지대장/ 2022.8.18.
-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공적장부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 (현행) 행정청이 직권 작성 ⇒ (개선) 임대 등 변경신고 의무화/ 2022.8.18.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ㆍ변경ㆍ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내용을 농

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함

*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1년 8월 17일,  (일부) 2022년 5월 18일,  (일부) 2022년 8월 18일

2021.8.17. 시행

2022.5.18. 시행

2022.8.18. 시행

• 농지법
-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內 농지취득 제한
-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제한
- 농지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부동산업 농업법인 신설)
- 이행강제금 상향(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부과)
- 농지불법 취득 등 중개ㆍ광고행위 금지 및 위반행위 벌칙 상향 등

• 농업경영체법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시 토지와 시설분양 불허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금지, 영위시 벌칙부과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직업, 영농경력, 거리 추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매년 1회 이상)
-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 이용시 처분근거 명확화

• 농업경영체법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조사주기 3년 ⇒ 1년으로 단축)

• 농지법 :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투기 우려지역 등 심의 의무화 등

• 농업경영체법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설립 前 군청에 사업범위 등 사전심사)
- 농지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시 과징금 부과
※ 농업경영체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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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0)문 의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0)문 의

• 달라지는 내용
① 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 2021. 8. 17.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
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
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
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법 제11조)

•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법 제63조)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자

•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미
이행자(신설)

•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법 제7조의2, 제60조)

<신  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
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2. 5. 18. 시행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의무기재사항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
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  설>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취득 <신  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
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체험취득 <신  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 계
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처리기간 • (농업경영 목적) 4일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 (농지전용 목적) 4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과태료 <신  설>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

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① 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법 제54조) <신  설> •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법 제31조의3) <신  설>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
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신  설> •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제37조의3)

<신  설>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022. 8. 18.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제44조~46조) <신  설>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
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  설>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
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신고사항 <신  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
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  설>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농림·축산분야 • 272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03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행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융자 지급방식이 사업 완료 이전 先 융자실행이 가능
하도록 변경됩니다.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0)문 의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3)문 의

② 농어업경영체법 현    행 개정안

< 2021. 8. 17. 시행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
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제8호)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
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
대·분양 가능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
의 분양 불허

- 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

의 사업계획서 제출 농업법인부터 적용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법 제19조의5)

<신  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
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
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법 제31조)

<신  설>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2022. 5. 18. 시행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2)

•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하여 조사

•    3년 주기 조사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
청 근거 마련 

•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 2022. 8. 18. 시행 > 

사전신고제 도입
(제16조~제16조의3, 
제19조~제19조의3)

<신  설> •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신  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
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 사업 완료 이후 
  농협 융자실행

• 융자 지급방식 변경
• (원칙) 사업완료 후 융자실행
• 단, 대상자 희망 시 농협 先 
  융자 실행

종 전 변 경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곡성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미만의 주민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ㆍ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 공장, 축사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ㆍ종패ㆍ종자구입, 

원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시설자금 2억 원 한도(법인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 한도

· 대출이율 - 연리 1%

· 추진절차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읍ㆍ면
(12월~1월)

군
(1월)

심의위원회
(2월)

군
(2월)

사업 
신청‧접수 현지 확인 대상자 

선정 심의 대상자 선정

▶ ▶ ▶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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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 2022. 4. ~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 

·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500천 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 내)

· 지원내용
- 월급제 형식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당 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 

출하하는 사업 희망 농업인

· 신청방법
-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농작물 지원품목 확대주요내용

 • 9개 품목
   -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 14개 품목
    -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종 전 변 경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유기농업자재 지원 요건 강화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전  국전라남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요건이 강화됩니다.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농작물 
지원품목을 확대합니다.

농정과 농업정책팀(☎061-360-8313)문 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360-8322)문 의

· ‘유기농업자재’란 무엇인가요?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토양검정 결과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

· 토양검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무상 지원 

· 기존에 받았던 결과로 제출해도 되나요?
- 2021년 또는 2020년에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모두 가능

-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제출 가능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제출하지 않음토양검정 결과 제출 의무

종 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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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신청서 제출 불필요 신청서 필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시기

이듬해 
2월

당해 
10~11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변경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 
전라남도전라남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를 앞
당겨서 10~11월에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주여드리기 위해 융자받는 금액
(기존 10%)의 자부담을 전액 감면합니다.

· ‘벼 경영안정대책비’란 무엇인가요?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도내에 주소를(2022.1.1.기준)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지원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2022. 7~9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1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이란 무엇인가요?   
- 도내(군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

에서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수출·농자재 생산관련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 지원

하는 사업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법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음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설치를 비롯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2022.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친환경 인증서 각 1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시 자부담 전액 감면주요내용

사업비 중 자부담 10% 확보 의무
(융자 90%, 자부담 10%)

사업비 중 자부담 전액 감면
(자부담 10% → 0%)

종 전 변 경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360-8320)문 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360-8322)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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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있는 음식점 중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식당

· 지원기준
- 업체 당 연 1회 250천 원(쿠폰)

· 사업내용
- 남도장터를 통해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급(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2022년 3월

- 신청장소 : 음식점 소재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지원대상
-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 곡성군 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농협ㆍ민간미곡처리장

(RPC)

· 사업내용
- 양곡창고 신축 또는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

· 지원기준(개소당)
- 양곡창고 신축 : 2억 원

- 양곡창고 개보수 : 1.2억 원

· 지원비율
- 100%(보조 40%, 자담 60%)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전라남도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전남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을 지원합니다.

수입산 김치보다 높은 단가임에도 국산김치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농정과 농식품가공팀(☎061-360-8341)문 의 농정과 농식품가공팀(☎061-360-834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국산김치 사용으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국산김치 소비 촉진  

· 핵심내용
-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급

· 사업취지
- 양곡 보관창고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전남 쌀 품질 경쟁력 향상  

· 핵심내용
-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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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지원대상
1년 이상 운영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규 농업인 및 

운영 중인 가공업체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불가 가공공장 신축 가능

·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

· 사업량
- 4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최대 100백만 원

· 사업비
- 400백만 원(군비 20050%, 자담 20050%)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 및 개·보수, 가공 기계·설비 구축 지원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원부 기준 원예 및 과수 재배면적이 0.3~2ha인 

농업인(9.9㎡ 기준)

· 사업량
- 42동 (9.9㎡ 40, 33㎡ 2동)

· 사업비
- 294백만 원(도비 18.9 군비 128.1, 자담 147백만 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
곡성군 곡성군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저온저장고를 지원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농식품 가공사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정과 농식품가공팀(☎061-360-8341)문 의 농정과 농식품가공팀(☎061-360-8341)문 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주요내용
평 당 2,000천 원평 당 단가 평 당 2,100천 원

종 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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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곡성군전라남도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농지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농지에서 영농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유통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선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62)문 의

·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산물 선별장 신축, 농산물 선별기 구입

· 사업량
- 5개소(전남 전체)

· 지원기준
- 개소 당 최대 200백만 원

· 사업비
- 1,000백만 원(도비 15015%, 군 35035%, 자담 5050%) 

· 지원내용
- 농산물 선별장 신축(개ㆍ보수 불가)

- 농산물 선별기 구입(노후 선별기 교체도 가능)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와 유통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 핵심내용
- 노후 선별시설 교체 및 선별 현대화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취지
-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지원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창업농 성장기반 조성

· 핵심내용
- 농지·시설 임차료의 70% 지원(연 2백만 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량
- 청년농업인 30명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농정과 농식품가공팀(☎061-360-8341)문 의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예정자 포함)한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2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2월 3월 4월 4~12월

사업 
공고‧접수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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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전라남도전라남도

국내산 조사료(볏짚)의 영양가를 높여 축산농가의 사료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합니다.

양돈농가가 돼지의 체중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를 지원합니다.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061-360-8541)문 의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061-360-8541)문 의

·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양돈농가가 돼지의 체중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하 돼지 체중 측정 

영상 장비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돼지 사육농가  

· 지원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 1농가당 7백만 원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곤포사일리지로 제조된 조사료(볏짚)를 스팀 가공장비를 통해 열처리하여, 

가공 후 가축에게 급여하도록 열처리 가공 장비(조사료(볏짚) 스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우, 젖소 사육농가   

· 지원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 1농가당 6.6백만 원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열처리를 통한 바이러스 살균작용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소화율 개선에 따른 

가축발육 촉진 및 분뇨 악취저감 등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핵심내용
-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 사업취지
- 국내산 조사료(볏짚)를 열처리 가공하여 영양가를 높이고, 기호성을 증진시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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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사업기간 연장 1년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지원액 상향 없음

지원제외 완화 없음

유기축산물인증 축사 설치시 
지원액 10% 상향

가축질병 예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축사,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신축과 개보수 등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농업법인)

·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전라남도전  국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반려견 동물 등록비를 지원합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집행률의 제고를 위해 축사 신축·증축·이전 등 추진 시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에 우선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061-360-8542)문 의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061-360-8552)문 의

·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마리당 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곡성군 사업량 : 65마리, 사업비 1,950천원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반려견 동물등록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핵심내용
-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를 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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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전라남도전  국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전염병 감소와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자동화 소독시설 및 보온시설을 지원합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061-360-8552)문 의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061-360-8551)문 의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번식 및 야생화 문제 예방을 위해 관리 사각

지대인 읍면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과 인건비 및 차량운행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며, 마리당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및 동물보호시설 운영자에게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곡성군 사업량 : 71마리, 사업비 28,400천원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 대상 동물(개) 중성화 수술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핵심내용
- 실외사육견 소유자 등에게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사업취지
- 가금농가에 사육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고병원성 AI 차단 및 농가 생산성 

향상 추진 

· 핵심내용
- 축사 입구·마당 자동화 소독시설 및 축사내부 보온시설 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농장입구 고정식 3열 소독시설 및 마당 둘레 원터치 소독시설

- 축사내부·외부 보온시설(보온막 설치 등)

  
· 누가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 닭·오리 사육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I 발생 농가 및 인접(500m) 농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농가 및 

 정부 정책사업 적극 참여 농가 우선지원

※ 곡성군 사업량 : 12개소, 사업비 99,000천원

· 어떤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가금사육농가 소득향상

- 동절기 농장입구 통제초소 설치 제외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고정식 3열 소독시설 축사 보온시설마당원터치 자동화 소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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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돼지 사육농가(허가농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1농가당 최대 50,000천원이며,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10%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합니다.

-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 12종

· 어떤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양돈농가 단위 차단방역 향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및 확산 차단

-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의 도내 양돈산업 안정적 향상 도모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 확대
전  국 전  국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에 유입
되지 않도록 농가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영업자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만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061-360-8553)문 의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061-360-8552)문 의

·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입니다.

·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10자리로 구성[산란일자(4자리)+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

① 산란일자 :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

② 생산자 고유번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5자리 고유번호

③ 사육환경번호 : 1(방사), 2(축사내 평사), 3(개선 게이지), 4(기존 게이지)

        방 사 : 1.1㎡/마리,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평 사 : 0.1㎡/마리, 케이지 안팎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개선 케이지 : 0.075㎡/마리

        기존 케이지 : 0.05㎡/마리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주요내용

가정용
가정용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종 전 변 경

▶

표시가 된 달걀 포장이 된 달걀 선별포장한 달걀

· 사업취지
- 양돈농가에 내부울타리 등 향상된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및 농가 질병 확산 방지 

· 핵심내용
-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방역시설 설치 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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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지원
    조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세부사업,
    지원한도 등)

 • 토양개량제 임업인 등에 
    지원

 • 굴삭기는 농업용(1톤미만)
    만 지원 가능함

 •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
    작물생산단지 2개 세부
    사업
 • (노지) 1~5억, (시설)1~10억
 • 관리사, 토양개량제 지원 
    가능

 •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

 • 굴착기 규격제한 없으며,
    총사업비 기준 4천만원 
    이하한도로 지원 가능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로 통합
 • (노지) 1~5억, 
    (시설)1~7억
 • 관리사,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등(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산물 재배 경력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1억원 이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로, 1월~2월 중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2월 11일 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2023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준보호수’란 무엇인가요?
-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나무를 말합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준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및 선정기준 도달시 보호수 지정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읍면사무소에 준보호수 대상목 신청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준보호수 사진 등(읍면사무소에 양식 구비)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생육기능증진) 상처치료, 수관솎기,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 (환경개선) 콘크리트 및 뿌리부 장애물제거, 위해식물제거

- (휴게공간조성) 동네 정원 등 마을 공동 주민 휴식 공간 조성

▶

▶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곡성군 준보호수 보호 관리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세부기준 변경
전라남도전  국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발굴합니다.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이 변경
됩니다.

산림과 산림정책팀(☎061-360-8762)문 의 산림과 공원녹지팀(☎061-360-879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대상) 보호수
•  (지원) 보호수 관리

• 준보호수의 관리
• (대상) 준보호수
• (지원) 준보호수 관리

종 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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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사업취지
- 석재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 먼지·소음·진동 등에 대한 저감장치 운영에 따른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  

· 핵심내용
-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

· 사업취지
- 농촌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핵심내용  
- 자연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지원   

      
· 군민들이 받는 혜택 등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멀칭제를 농가당 1ha 소요량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과 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300평(10a)당 평균 170천원이며, 총 소요비용의 60%를 보조로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을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대상이며, 

품목별 기계화 재배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멀칭제 사용으로 사용 후 수거 노동력이 절감되고, 폐비닐 

발생으로 심화되는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업인 또는 법인대표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원예농가 노동절감 농자재 지원석재채취가공업 주변 주민생활환경 
개선

전라남도
전  국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합니다.석재채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산림보호팀(☎061-360-8781)문 의 농촌지원과 원예팀(☎061-360-883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석재채취업’이란?
-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제거용 분무시설, 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 석재가공업 : 사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 부산물 재활용 등 정화시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할 시장·군수에게 석재채취·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가능 대상자가 군청으로 신청(1~2월) → 도심의후 산림청예산신청(4월말) 

→ 산림청 예산배정(12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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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방풍·방조망, 열풍방상팬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장비를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으로 3ha 이내의 지원단가로 지원하며, 

총 소요비용의 60%를 보조로 지원합니다.

※ 평균 지원단가(ha당) : 열풍방상팬 30백만원, 관수시설 10백만원, 

     방풍·방조망 8백만원 등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겨울철 재해피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과수생산시설현대화(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게 우선 지원함

으로써 재해 예방시설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업인 또는 법인대표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스템 등 생산기반 조성과 선별·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소득 원예작물인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를 3ha 이상 단지화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공모로 선정합니다.

※ 품목

    아열대과수(애플망고, 바나나, 레몬 등), 기능성 작목(흑하랑 상추, 흑색 토마토 등)

· 청년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영농 초기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은 일반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인 40%보다 10%낮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단지화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원화된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내수시장 선점과 

점진적인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수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
전라남도전라남도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위한 생산
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파·이상저온 등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과 과수농가
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촌지원과 원예팀(☎061-360-8832)문 의 농촌지원과 원예팀(☎061-360-883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사업취지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핵심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취지
- 노지채소의 수급불안 해소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고소득 

원예작물로의 작목 전환 유도  

· 핵심내용
- 신소득 원예작물 단지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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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단가 인상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곡성군 곡성군

중소농(0.8ha 미만) 농가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공급하여 
농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실시합니다.

농촌지원과 원예팀(☎061-360-8833)문 의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0.8ha 미만)

※ 경작규모 0.8ha 미만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

· 지원내용 어떻게 되나요?
- 농작물 재배, 육묘,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축사시설, 농기계보관창고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란 무엇인가요?  
- 트렉터 및 콤바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농업기계 조기 폐차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트렉터 : 마력과 제조년도에 따라 100 ~ 2,249만원

- 콤바인 : 포대형과 산물형으로 150 ~ 1,310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업인으로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읍·면사무소 산업계 신청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1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농촌지원과 농기계팀(☎061-360-885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 핵심내용
-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12.31.) 생산된 

트렉터·콤바인으로 6개월 이상 소유, 정상 가동  

-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과거 면세유를 받은 이력 확인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20평 2,100천원
 • 30평 2,500천원
 • 50평 3,300천원

 • 없음

 • 지원단가

 • 지원제외

 • 20평 2,400천원*30만원↑
 • 30평 3,100천원*60만원↑
 • 50평 4,300천원*1백만원↑

 • 축사시설, 농기계보관창고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종 전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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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신청한 사업대상지(예정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어떻게 되나요?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기준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군비 50%, 자부담 50%)에 따라 환수 조치 

·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림·축산 분야농림·축산 분야

블루베리 공선출하 운영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단가 
인상

곡성군
곡성군

블루베리 재배농업인의 노동력절감 및 곡성산 블루베리의 규모화·균일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블루베리 공선출하 운영시설원예 현대화, 규모화로 주요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2중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농촌지원과 원예팀(☎061-360-8831)문 의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061-360-887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지원단가
   (자동개폐기 
   기준)

 • 10-단동-1 14,500천원
 • 10-단동-2 15,200천원
 • 10-단동-3 15,600천원
 • 10-단동-4 17,300천원

 • 10-단동-1 12,100천원
 • 10-단동-2 12,700천원
 • 10-단동-3 12,900천원
 • 10-단동-4 14,100천원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3월

· 사업취지
- 농업인들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대외적으로는 곡성산 블루베리의 규모화·균일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내용
- 농가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를 곡성농협APC에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포장 후, 공동

으로 출하하며 공동정산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 공선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블루베리공선협의회에 가입하셔야 하며, 공선협의회는 이미 결성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공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협의회에 이미 가입하고 출하약정을 

체결합니다. 공선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과수특작팀(360-887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선회 참여조건이 있나요?
- 관내에서 블루베리를 1,000㎡ 이상 재배하고,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로 한정

하며, 생산량의 70% 이상을 농협에 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농업기술센터
재배기술 지도 및

생산·유통 관련 지원
블루베리 생산

농업인

블루베리 선별·유통

농협APC

⇔⇔



03
관광 · 문화 · 체육 분야



관광·문화·체육 분야 • 5958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0201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란 무엇인가요?
- 우리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바우처 카드입니다. 

※ 1인당 연 20만원 지원(자격 충족시 매년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 2년 이상(2022.1.1.기준)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 21세 ~28세

(1994~2001년도 출생자)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향후 연차별 19세까지 1세씩 하향 확대하여,’24년부터는 19세~28세 청년 지원 

    예정

· 언제,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카드 발급일로부터 12. 31.까지 사용 가능하며, 교통비, 학원수강, 문화관람등의 

용도로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후 대상자는 등기로 카드 송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방법 : 광주은행 홈페이지(예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일 : 곡성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관광·문화·체육분야 관광·문화·체육분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62)문 의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핵심내용
- 수도권에 비해 교통·문화 접근성이 낮은 도내 청년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 1인당 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도내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바우처 카드로, 

1인당 연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유흥업소, 귀금속점,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 외 

모든 업종에서 연중 사용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2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비율 보조 100%(자부담 면제)보조 90%, 자부담 10%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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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란 무엇인가요? 
-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다양한 관광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지도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곡성 전자지도’ 검색

- QR코드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관광·문화·체육분야 관광·문화·체육분야

2022 내가 만드는 곡성 여행길 
공모전 실시

‘내손안에 곡성’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안내

곡성군 곡성군

곡성을 방문한 관광객 또는 관내 주민들이 직접 관광코스를 기획하여 개인의 취향
에 맞는 맞춤형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또는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문화, 관광,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개인이 직접 관광코스를 기획·발굴하여 관내 참여형 여행 활성화  

· 핵심내용
- 곡성 여행길 공모전에 당선된 참가자 시상 및 당선작 스탬프투어 코스 반영

· 핵심내용
- 원터치로 관광지, 식당, 숙소, 교통수단, 행사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검색

- 모바일 스탬프투어 기능 내재(별도 스탬프북, 도장 불필요)

- 방문객의 별점 후기를 통한 참여형 정보 제공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곡성군민 또는 관내 관광객

· 언제 신청하나요?  
- 2022년 6~7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2022.5.)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직접 여행한 인증샷과 브이로그,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발굴한 관광코스

를 소개하는 후기를 게재하고 공모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추후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곡성 관광코스는 어디까지 추천해도 되나요?
- 문화재, 자연 습지 등 관내에 있는 관광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응모 분야가 3개(가족, 연인·친구, 실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야별 

컨셉에 맞게 소개해 주세요.

시행일 : 2022년
시행일 : 2022년

관광과 관광정책팀(☎061-360-8413)문 의 관광과 관광정책팀(☎061-360-8413)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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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 전국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로 관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전화ARS(☏1544-3412)또는 문화누리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년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직접 사용 가능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주문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관광·문화·체육분야 관광·문화·체육분야

작은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지원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 확대
전  국 곡성군

하나의 회원증으로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5개관 도서의 통합검색 
및 대출ㆍ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술축제팀(☎061-360-8479)문 의문화체육과 예술축제팀(☎061-360-847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2,514명(↑676명)1,838명

변 경종 전

▶

· 핵심내용
- 책이음 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 대출서비스 이용 

· 대상기관
- 옥과공공도서관, 죽곡농민열린, 석청, 심청골, 길, 책담 작은도서관

새롭게
시작합니다

· 책이음서비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까운 도서관에서 한번의 통합회원 가입 후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과 5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책이음회원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 최대 대출 권수는? 
- 1일 한 도서관 당 5권(전체 도서관 최대 30권) 대출 가능합니다.

· 최대 대출 기간은 몇 일인가요?
- 기본 대출기간 14일입니다. 반납연장 신청 시 7일 연기되어, 최대 2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받을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 곡성군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www.gokseong.go.kr/library

-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책이음) books.nl.go.kr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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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전라남도

곡성군 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전라남도 정착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전남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곡성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
   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곡성군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미만 주소
   를 둔 청년 부부가 관내로 이주
   하여, 혼인 신고 후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백만원 지급

  N년차 축하금  
• 2년차 축하금 
 -  1회(전남형, 곡성형) 축하금 지급

일로부터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
속해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
주한 자 1백만원 지급  

• 3년차 축하금 
 -  1회(전남형, 곡성형) 축하금 지급

일로부터 2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
해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1백만원 지급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곡성
   군 6개월 이상 주소
   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곡성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규

 • 신규

변 경종 전

▶

▶

▶

· 결혼축하금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 1부부당 3년에 걸쳐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첫지급 1년차) 2백만원 (2년차) 1백만원 (3년차) 1백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에 따라 전남형 결혼축하금, 곡성형 결혼축하금 1회 지급 가능, 이후 

주소 유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3년차까지 지급 가능

· 결혼축하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남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2백만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① ’2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곡성형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 2백만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① ’2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거주)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미만 주소를 둔 청년 부부가 곡성군으로 이주하여, 

          혼인 신고 후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한 자

- 공통 : 1백만원씩 2년간(총 2백만원)

‘21. 1. 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가, 축하금 지급일로부터 1~2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시기  

전남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곡성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N년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축하금 지급일 기준, N년 경과 후 6개월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부부 중 1명 신청

- 제출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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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단,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받습니다.

- 지급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뤄집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수준 강화전  국
전  국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6천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60-8223)문 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60-822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 핵심내용
-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새롭게
시작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급여는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상담·접수(읍·면사무소)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

(시·군, 교육급여는 교육청 지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선정·지원기준 1,536천원
    (기준 중위소득 30%,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2,355천원
    (기준 중위소득 46%,  4인
    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2,560천원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초등 331천원/중등 466천원/    
    고등 554천원

 • 선정·지원기준 2,048천원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
    자 기준 적용 제외

 • 선정·지원기준 1,462천원
    (기준 중위소득 30%, 4인
    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2,194천원
    (기준 중위소득 45%, 4인
    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2,438천원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 교육급여(교육활동비지원비 
    등) 지원금액 인상
    초등 286천원/중등 376천
    원/고등 448천원

 • 선정·지원기준 1,950천원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
    자 기준 적용

변 경종 전

▶

▶

▶

▶

▶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 2022년 3월 1일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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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영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다만,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 진료비 등 청구 시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 부담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일 이전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사실증명서 각 1부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전  국
전라남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
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60-8221)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360-821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임산부 지원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출산일) 
   이후 2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산부 지원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출산일)
   이후 1년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변 경종 전

▶

▶

▶

· ‘보훈명예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군민들이 받는 혜택 등
- 1인 기준 월 2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전몰군경)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기준 월 2만원이 지원되며,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 사망, 주민등록 말소,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접수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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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지원
전  국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60-8266)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60-826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신청대상

지원금액

384만원 이하
(월, 4인 기준) 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 신청 가능

생계급여(4인 기준)
1,305천원

365만원 이하
(월, 4인 기준)

신규 사회보장급여와 
동시 신청만 가능
(별도 신청 불가능)

생계급여(4인 기준)
1,267천원

변 경종 전 종 전 변 경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13,000만원 이하(농어촌)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신청은 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지원요청·
신고 현장확인 지원결정·

지급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 ▶ ▶

▶
▶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무엇인가요?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웹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

-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선택)

· 언제,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중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전  국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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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지원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연 36만원(월3만원)이 지원됩니다.

- 사망, 주민등록 말소,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접수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전라남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360-8212)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60-826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무엇인가요
- 우리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드리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타 취약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불편개선) 전등, 창틀 교체 등 소규모 수리 가구당 100만원 이내 

- (생활안정지원) 위기가구에 50만원 이내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금액 연 36만원(월 3만원)연 24만원(월 2만원)

종 전 변 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확대

전라남도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지원 대상 및 사업량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확대

사업량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가구
 • 장애인

 • 242가구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가구

 • 187가구

변 경종 전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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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전·사후검사) 문제 및 욕구 파악(인성검사 MMPI-2, 우울척도 BDI 등)  

- (1:1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 (서비스연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 3개월간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재판정하여 최대 1년 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 월 24만원 또는 28만원 선택 가능(본인부담금 10%)

①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②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전  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2)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60-826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청년의 건강한 마음이 성인까지 이어지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질 구현  

· 핵심내용
- 청년층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새롭게
시작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을 위해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 환경 정비, 

공공시설(복지시설·학교 등)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 지급(공익활동 기준)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참여 대상이며, 선발절차를 

거쳐 일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참여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

전라남도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공공형 사업 통합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제외자

참여자 선발기준

(공공형) 
공익활동으로 통합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백신 가점 신설
코로나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자
(5점 가점 부여)

(공공형) 
재능나눔활동

(신규)

(신규)

변 경종 전

▶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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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방문 무료식사 제공 및 도시락 배달 지원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주 3회 이상 평일 12:00~13:00

- 7개 읍·면 지정 경로식당 등 급식기관

 
· 어떻게 이용하나요?
- 가까운 경로식당 방문 식사 및 가정에 도시락 배달 지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산으로 신청자격 확인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 어르신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에게 경로식당 방문 무료식사 제공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360-8233)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60-8266)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라남도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근무장소와 직무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무장소) 11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 (직무유형) 일반형(전일제 10명 / 시간제 6명), 복지형(16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곡성군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량 확대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급여 인상

지원단가 5,000원  • 전체 32명(↑2명)

지원단가 5,000원
 • (전일제) 월1,914천원(↑92천원)
 • (시간제) 월   957천원(↑46천원)
 • (복지형) 월   513천원(↑25천원)

지원단가 4,500원  • 전체 30명

지원단가 4,500원
 • (전일제) 월18,22천원
 • (시간제) 월   911천원
 • (복지형) 월   488천원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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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 제도는?
-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     

· 추진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지정신청은 언제? 여성가족부 지정계획 통보에 따라 신청

· 도 지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 지원?
- 단계별로 차등 지원,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추후 별도 안내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제도 개선 영아수당 지원
전  국 전  국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형식적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발전의욕을 고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만 0~1세)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문 의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지정방식

 • 인센티브 강화
 • (도)활성화 
   사업비 지원

 • 제도 실효성 
   강화

 • 협약 갱신제
   - 시·구와 군을 구분심사
   - 매년 이행 점검
   - 지정 철회기준 마련

 • 이행점검 결과 연계 포상
   - 보고대회 개최(포상 실시)
   - 민간인 장관표창 확대
 • 지정 단계별 차등 지원
   - 컨설팅, 기반 구축,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사용

 • 광역 지자체 지원
   - 광역지자체 협희체 운영
   - 조성파트너＊지정
   * 2억 이상 공모사업 시도
   - 시민참여단 협의회 운영

 • 단계별 승급제
   - 구분없이 심사
   - 3년차 1회 중간점검
   - 지정 철회제도 없음

 • 자가 추천 포상

 • 광역 지자체 지원
   - 보고대회 없음

변 경종 전

▶

▶

▶

· 사업취지
-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집중 돌봄 및 관계형성이 중요한 만 0~1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 지원  

· 핵심내용
-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원

※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새롭게
시작합니다

· ‘영아수당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과제 중 하나로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도입한 사업입

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 (’22)30만원→(’23)35만원→(’24)40만원→(’25)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행일 : 2022년 지정심사부터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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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란 무엇인가요?  
- 만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아동적립액 최대 월 5만원을 1:2로 매칭 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게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아동이 5만원 적립 시 10만원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전  국 전라남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용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3)문 의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정부지원금 확대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 지원
(최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
(최대 1인당 월 5만원까지)

변 경종 전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란 무엇인가요?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모두에게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 업무 담당자로부터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작성 등 사전 교육

이수 후 주거지 시·군에 신청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마련 

등에 사용되는 자립정착금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자립정착금 확대 1인당 1천만원 지원1인당 5백만원 지원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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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모두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전  국

전라남도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확대하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2)문 의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확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1인당 월 30만원)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1인당 월 30만원)

변 경종 전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결식우려 아동에게 연중, 방학 중, 학기 중 토·공휴일에 도시락 1식을 제공

※ 결식우려-보호자가 충분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등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1식당 지원단가 

7,000원
1식당 지원단가

6,000원

종 전 변 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6,000원 → 7,000원
결식우려 대상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1식당 지원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
으로 인상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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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만 8세 미만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이면서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② 난민법상 난민 인정아동, ③ 국내 거주 복수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보호자 신분증 또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운영
전  국 곡성군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을 지원합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곡성군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2022년 3월(예정)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3)문 의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1-360-825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변 경 · 사업취지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핵심내용
-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 상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등 여러 유형의 돌봄 서비스 제공

새롭게
시작합니다

· ‘곡성군 다함께돌봄센터’란 무엇인가요?
-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읍내 16길 17, 1층

- 돌봄인력 : 3명(전일제 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정원 및 이용료 : 20명/ 월 이용료 미정

- 서비스내용 :    상시·긴급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간식 등의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신청방법 : 곡성군 다함께돌봄센터(2022년 3월 개원 예정)통해 신청

시행일 : 2022년 3월(예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종 전 변 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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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이란 무엇인가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지원물품(사업)은 무엇인가요? 
- 업종별 위생 및 방역 물품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규로 창업하시는 식품접객업 영업주

· 언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영업신고·허가증 발급 시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신규 식품접객업 신고 시 물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곡성군 전  국

신규 식품접객업 신고·허가 영업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위생·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보건사업과 위생팀(☎061-360-8942)문 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76)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핵심내용
-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 사업취지
- 창업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을 완화 시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 핵심내용
- 식당·카페 등 신규로 창업하시는 모든 영업주에게 업종별로 구분된 위생·방역물품 

및 찬기류 등 지원      

- 업종별 지원물품

① 식당 : 접시, 컵, 수저집, 집게, 앞치마, 핸드워시 및 위생·방역물품

② 카페 : 핸드워시, 손소독제, 비누 등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어디서나 사용 가능

    단 유흥업소, 맛사지샵,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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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다자녀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2.1.~11. 중 카드사에 지급한 다자녀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접수 수수료지급
내역신청

지원금액
확정

수수료
지급

가맹점
보건

의료원
카드사

보건
의료원

가맹점▶ ▶ ▶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전라남도 전라남도

2022년부터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
니다. 

2022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76)문 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76)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도내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 핵심내용
-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전액 감면

   * 다자녀 :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정부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생가정에 지원해 드립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25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신청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 총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 첫째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둘째아 이상 소득에 상관
    없이 모두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변 경종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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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전라남도 전  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성공을 돕고자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
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52)문 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76)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2회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 경종 전

▶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다만,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 진료비 등 청구 시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 부담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일 이전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사실증명서 각 1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주요내용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횟수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난임 시술비용 1회당 20 ~ 1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시술방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술통지서
제출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 금액
확정

수수료
지급

가맹점 카드사
보건

의료원
보건

의료원
가맹점▶ ▶ ▶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금액

사용범위

사용기간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지원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

 • 임산부 지원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 (출산일)
   이후 1년

변 경종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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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꼭 접종해야 하나요?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구토,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경우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 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가 전남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기준)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접종비 10만원 지원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전라남도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도내 위탁의료기관 어디
서든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061-360-8970)문 의 건강증진과 정신치매팀(☎061-360-898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제한을 완화 

보호자 주소지 상관없이     
도내 위탁의료기관 접종

타 지역 주민도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호자 주소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

타 지역 주민이 신청 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 필요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류 제출(방문,우편,팩스)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일괄 지급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치매환자와 가족의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장소 
제한 완화

전  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지침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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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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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종전 매매 현재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종전 임대차 현재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0.5
미만

~ 0.6 25 ~0.6 25
0.5
미만

~0.5 20 ~0.5 20

0.5~1
~0.5 80 ~0.5 80

0.5~1 ~0.4 30 ~0.4 30

1~2 1~3 ~0.3 - ~0.3 -

2~6 ~0.4 - ~0.4 - 3~6 ~0.4 - ~0.3 -

6~9 ~0.5 - ~0.4 - 6~9 ~0.8 - ~0.4 -

9~12 ~0.9 - ~0.5 - 9~12 ~0.8 - ~0.4 -

12~15 ~0.9 - ~0.6 - 12~15 ~0.8 - ~0.5 -

15
이상

~0.9 - ~0.7 -
15

이상
~0.8 - ~0.6 -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건설·환경분야 건설·환경분야

주택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전  국 전  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거래금액 적용 구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한도는 일반가정 대상 기존 2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하향됩니다.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2) 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061-360-8514)문 의 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지원한도 하향매매 → 상한요율  
0.6~0.7

매매 → 상한요율  
0.6~0.9

일반가정 10만원/대일반가정 20만원/대

임대차 → 상한요율  
0.5~0.6

임대차 → 상한요율  
0.5~0.8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저녹스 보일러’란 무엇인가요?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일반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노후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1년 10월 19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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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석면이 포함된 노후화 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민(기초수급자 우선) 

· 어떻게 이용하나요?
-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건축물 사진, 슬레이트 처리 신청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석면 위해로부터 건강보호, 주거환경 개선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건설·환경분야 건설·환경분야

곡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곡성군 전  국

군민의 건강 보호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합니다.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환경축산과 환경자원팀(☎061-360-8521)문 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8)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상수원수 수질검사’란 무엇인가요?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상수원수를 수질검사방법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특정시기 산술평균값(1주 간격 3회 검사)에서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의 

연평균 산술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 기본법」개정에 따라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등 8종이 추가되어 총3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 상수원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곡성군수

- 신청기관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제출서류 : 수질검사의뢰 공문, 수질검사신청서

- 검사대상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슬레이트 처리지원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

 • 상수원수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 

지붕개량 지원 추가
 •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

 • (추가) 총유기탄소 등 8종
 • (삭제) 화학적산소요구량

주택·비주택 지원
 • 특정시기 평가

 • 화학적산소
   요구량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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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내용
구분 측정횟수 주요 개정사항

1. 광역 및 지방 

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강

변여과수

매월 

1회 이상
총유기탄소, 총인 항목 추가

분기마다

1회 이상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

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항목 추가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 삭제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항목 추가

분기마다

1회 이상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

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항목 추가

지하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항목 추가

해수
분기마다

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 삭제

총유기탄소 항목 추가

2. 마을 

상수도ㆍ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총유기탄소 항목 추가

호소수
반기마다

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 삭제

총유기탄소 항목 추가

해수
반기마다

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 삭제

총유기탄소 항목 추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8)문 의



06
안전 · 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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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도민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15명)을 

위촉, 온라인 및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 2022년부터는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단체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  화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42

- 인터넷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https://law.jeonnam.go.kr

※ 다문화 가족 상담* 중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상담기관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 다문화 가족 상담 : 곡성군 가족센터(061-362-5488)

· 주요 상담 분야는 무엇인가요?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인권·노동) 인권침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국적취득, 체류자격 등

- (가사·생활) 개명신청, 자녀입양,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등

- (부동산) 전월세 계약, 채권·채무, 상속·증여, 이전등기 등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보조금24 시스템 운영
전  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기획실 법무규제팀(☎061-360-2541)문 의 기획실 협업지원팀(☎061-360-2552)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이용방법

 • 각종 보조금 
   혜택

 • 도민, 다문화 가족 대상
 • 전화 또는 인터넷

 • 보조금24 로그인 1회로
   보조금 혜택 맞춤형 안내

 • 도민대상
 • 전화 또는 인터넷

 • 인터넷 사이트마다       
    방문 후, 보조금 검색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보조금24’란 무엇인가요?
- 로그인 1회 접속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 보조금 서비스 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 및 신청까지 해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 국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에 동의 후, 검색(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www.gov.kr로 접속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보조금24’를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맞춤 안내 조회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본인 인증을 위해 인증서(공동,금융)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나 관공서 등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 없이, 

단 1회의 로그인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다문화 가족 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전라남도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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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이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요?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제30조의 2)

※ 행안부-지방의회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근거 추가

· 지방의회의 신규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제32조 등)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자율적 인사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전  국 곡성군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가 변경됩니다.

관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량을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상시 단속하여 원활
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선진교통 질서와 교통문화 확립  

· 단속지역
- 곡성읍, 옥과면

· 핵심내용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곡성읍 CCTV 주정차 단속
- 단속구간 : 롯데택배 ~ 청암센트럴빌 입구 

- 시 행 일 : 1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4~8만원

- 향후계획 : 곡성읍 중앙초 인근 CCTV 설치 중으로 설치 완료 후 일정기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옥과면 CCTV 주정차 단속
- 설치지역 : 옥과초등학교 인근, 터미널 인근

- 향후계획 :  CCTV 설치 중으로 설치 완료 후 일정기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계도 기간 : 2022년 2월 ~ 4월)

· 단속대상
- 주정차 단속 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 과태료 부과 금액  
- 어린이보호구역 12~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8~9만원

- 기타지역 4~5만원

시행일 : 2022년 1월 3일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기획실 의회예산팀(☎061-360-2523)문 의 민원실 교통행정팀(☎061-360-2673)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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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전면 2021년 12월 21부터 전면 발급

※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녹색)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불편함 없이 사용

· 지 참 물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시), 여권사진 1매 , 신분증 , 수수료  

- 다만, 기존여권 발급 선택시 : 유효기간 5년 미만 /수수료 15,000원

(상반기 중 시행 예정)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실시
전  국 곡성군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 제공을 통한 우리 국민등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서식 작성예시를 큐알 코드로 제작 비치하여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민원
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신원정보면              
    보완요소 강화 
 • 재질 및 인쇄방식
 • 여권번호 체계

 • PC(폴리카보네이트)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 영문1자리 추가 
   (M123A4567)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표지색상  • 민원서식 작성예시
    게시 방법 

 • 사증면수 확대

 • 남색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민원서식 작성 예시 확인

 • 26면 / 58면

 • 녹색  • 민원 필기대 편람,       
    게시판 게시

 • 24면 / 48면

 • 종이 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여권번호 체계변경 
    (M12345678)
 • 주민등록번호 기재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

▶

·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란 무엇인가요?  
-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행정신고를 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민원서식 작성예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편리해 지나요?    
- 민원서식 작성은 민원부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늘 하는 업무라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주민들은 신청서 빈칸 메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식 작성 예시가 필기대 하단에 부착되어 있거나, 책자로 만들어져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줄을 서 기다려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작성예시를 즉시 받아 필기대가 아닌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개명 · 혼인 · 이혼신고서, 인감증명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등 7종의 민원서식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점차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시행일 : 2021년 12월 21일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민원실 OK민원1팀(☎061-360-2613)문 의 민원실 OK민원1팀(☎061-360-2612)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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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 토지 

소유권(사용권) 증빙서류,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건축물

의 용도 및 규모 기재서류, 평균 경사도 분석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곡성군 전라남도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위적 개발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합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대상자(고령자)
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내용
- 1인당 곡성심청상품권 30만원 지원(1회 한)

· 지원대상
- 1952. 12. 31. 이전 출생자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2. 1. 1.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자(70세 이상)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인원 : 40명(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본인이 직접 반납신청 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운전면허 반납 시 반납 취소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 재취득해야 함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중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발전시설(태양광 등)

 • 경사도가 25도 미만  • 심청상품권 10만원 
   지원 • 경사도가 25도 미만

 •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  • 심청상품권 30만원 
   지원 •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

주요내용 주요내용종 전 종 전변 경 변 경
▶

▶
▶

민원실 OK민원3팀(☎061-360-2631)문 의 민원실 교통행정팀(☎061-360-2672)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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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란 무엇인가요?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취득세액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 75만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 75만원 공제 

※ 캐스퍼 2,000만원 구입 시 취득세 : (2,000만원×4％)－75만원=5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 시 취득세 추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규취득 시 :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취득 시 : 양수·양도계약서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전  국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감면기한 연장

 • 감면한도 확대

 • 2024. 12. 31.까지

 • 75만원 이하:전액감면
 • 75만원 초과:75만원 감면

 • 2021. 12. 31.까지

 • 50만원 이하:전액감면
 • 50만원 초과:50만원 감면

변 경종 전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재무과 세정팀(☎061-360-2685)문 의

10

·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장려금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입 우수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1. 1. 1.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임직원이 3명 이상인 관내 기관 및 기업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청서류)
- 신청인 : 기관 및 기업 대표자가 신청함을 원칙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전입직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 확인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곡성군

우리 군 인구감소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기업의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직원이 3명 이상인 

관내 기관 또는 기업

전입직원 1인당 
5만원 지급

전입직원 1인당 
10만원 지급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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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관외전입 학생 지원 확대
곡성군

타 시군구에서 전입하여 관내에 소재한 기숙사 및 원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문 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
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

관외전입 학생 
1인당 반기별 

5만원

관외전입 학생 
1인당 반기별 

10만원

변 경종 전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관외전입 학생 지원사업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관외 전입하여 관내 소재 기숙사, 원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 소 지)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가 곡성군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유지중인 자

- (거 주 지) 관내 소재 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관내 원룸 등에 거주 중인 자

- (재학여부) 관내 소재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제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방법 : 학교별로 개인 신청서 취합하여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학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지원시기 : 상· 하반기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 확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12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전라남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을 위하여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인구정책과 교육생태계지원팀(☎061-360-2941)    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재(휴)학생,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소지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생

본인주소지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

변 경종 전
▶

▶

▶

시행일 : 2022년 1월중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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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곡성군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
곡성군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곡성군 전입자의 전입유지 및 정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입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원

환경축산과 환경자원팀(☎061-360-852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전입자세대 종량제 봉투지원은 무엇인가요?
- 곡성군으로 전입온 전입자에게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원해드립니다.

※ 전입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인가구 20L 10장 / 전입시 1회한

2인가구 20L 20장 / 전입시 1회한

3인가구 20L 30장 / 전입시 1회한

4인가구 이상 20L 40장 / 전입시 1회한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에서 곡성군으로 전입한 가구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입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

4인가구 20리터 
종량제 봉투 50장 지원

4인가구 20리터 
종량제 봉투 40장 지원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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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상을 어디에 제공하나요?
- 112·119상황실에 신고된 재난·강력범죄 등 현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을 경찰

(112상황실, 경찰서, 경찰차), 소방(119상황실)에 제공합니다.

-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경우 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센터)에 

제공합니다.

※ 현재 : 시군 CCTV관제센터 영상은 사건·사고 발생 후 수사 목적으로 활용

 (실시간 영상 미전송)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경찰과 소방이 출동 전에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061-360-8661)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핵심내용
- 도-시군 CCTV 연계를 통해 재난·범죄 발생 시 경찰, 소방,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출동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여 신속 대응 능력 강화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재난·범죄현장 CCTV 실시간 영상 
유관기관 제공

전라남도

도-시군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출동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경찰, 소방, 법무부와 실시간 공유하여 군민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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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분야 안전·행정분야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금액 변경
곡성군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액을 변경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4)문 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2022년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변경

 (2,840원 → 3,140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가정용 사용량 1단계 요율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월 5,500원 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가정용 사용량 1단계 요율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감면금액 : 가정용 
10톤, 2,840원

감면금액 : 가정용 
10톤, 3,140원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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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권고(80%)에 따라 2016년 5월 이후 3년 7개월 간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전남 평균 수준(65%)으로 인상합니다.

-  5년간 매년 10.4%씩 인상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요금 인상으로 노후관로 교체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시설 개선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 공급 

곡성군 상수도 요금 인상
곡성군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곡성군 상수도
요금이 2020년 1월부터 5년간 연차별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인상
 • 가정용 15톤 4,520원
 • 가정용 20톤 6,210원

 • 가정용 15톤 5,000원
 • 가정용 20톤 6,870원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4)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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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분야

종  별 단 계별
2019년

현행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부터

가정용

0 ~ 10톤 233 257 284 314 347 383

초
과

11 ~ 20톤 277 305 337 373 412 455

21 ~ 30톤 344 379 419 463 512 565

31 ~ 40톤 444 489 541 598 661 729

41 ~ 50톤 577 636 703 777 859 948

51톤 이상 721 795 878 971 1,073 1,185

업무용

0 ~ 20톤 344 380 420 464 512 565

초
과

21 ~ 50톤 410 452 500 553 610 673

 51 ~ 100톤 510 563 622 687 759 837

101 ~ 300톤 654 722 798 882 973 1,074

301톤 이상 854 943 1,042 1,151 1,271 1,402

영업용

0 ~ 30톤 643 710 784 866 956 1,055

초
과

31 ~ 50톤 765 844 932 1,030 1,137 1,255

 51 ~ 100톤 965 1,065 1,176 1,299 1,434 1,583

101톤 이상 1,221 1,348 1,488 1,644 1,815 2,003

욕탕 1종

0 ~ 200톤 432 477 527 582 643 710

초
과

201 ~ 300톤 521 575 635 701 775 856

301 ~ 500톤 643 709 784 866 957 1,056

501톤 이상 821 906 1,001 1,106 1,222 1,349

욕탕 2종

0 ~ 200톤 943 1,041 1,149 1,268 1,400 1,546

초
과

201 ~ 500톤 1,132 1,249 1,379 1,522 1,680 1,855

501 ~ 1,000톤 1,420 1,567 1,730 1,909 2,108 2,327

1,001톤  이상 1,798 1,984 2,190 2,417 2,669 2,947

업종별 요율표 및 톤당 가격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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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곡성교육포털 사이트 운영 곡성군 대학생 장학금 지급
곡성군 곡성군

곡성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으며, 아이들의 
창의교육부터 곡성형 사회교육까지 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곡성 출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납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곡성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교육재단 혁신교육팀(☎061-884-8221)미래교육재단 행정운영팀(☎061-884-8215)문 의 문 의

· 운영내용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편리한 예약가능

- 각종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온라인 예약 

-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곡성시민교육, 학습공동체 등 사회교육 신청 및 정보 제공

· 운영방법
- 곡성교육포털 활용 안내 및 홍보, 신청 관리

- 곡성교육포털을 통한 프로그램 신청 및 사후 관리 등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교육포털사이트(gokseong.go.kr/edu)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장학금은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 2022년에는 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학금은 대학생 1명당 등록금 

실 납부금액 한도 연 이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타도 괜찮나요.?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시스템으로 검증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되더라도 실 납부

등록금 발생한다면 실납부 등록금 한도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미래교육재단에서 매년 4월경 장학생 선발 공고 후 5월까지 서류접수 및 선정작업 

완료하면 6월초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어떻게 평가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장학생은 성적과 가정소득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평가방법 및 신청 서류는

매년 공고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군민 누구나 평등하고 
   쉽게 교육정보 제공 
   및 신청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대학생 선발

 • 곡성의 교육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예약, 신청관리
 •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

부모 중 한분 이상의 주소가 
곡성군에 1년이상 등록되고, 

곡성지역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국내·외 대학생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부모 중 한분 이상의     
주소가 곡성군에 1년     
이상 등록된 대학생

국내 대학생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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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하나요? 연중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어디에서 하나요? 
- 관내 유아숲, 제월섬, 섬진강도깨비마을 등

* 유아숲 : 삼인동숲, 아산조방원미술관숲, 죽곡태안사숲 등

· 무엇을 하나요?
- 섬진강도깨비마을 및 권역별 유아숲에서 숲 놀이

-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자연미술

- 벼 생태체험(모내기, 곤충관찰, 추수)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체계적인 청소년 독서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전문가와 함께 성장단계를 반영한 독서교육 커리큘럼 개발

     (읽기+ 토론하기 + 글쓰기)

- 방학기간 집중 독서 캠프 운영(곡성, 석곡, 옥과 권역별 희망자)  

- 관내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의 필요성” 전문가 특강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중학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학 중인 중학교 및 곡성교육포털을 이용한 희망자 신청·접수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청소년들이 읽고 토론하고 글로 표현하는 단계별 전문 독서교육을 운영하여 

학업과 연계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유아 대상 숲ㆍ생태 교육 운영 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곡성군

초·중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검증된 자연 속 창의교육을 유아까지 확대 운영합
니다.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체계
적인 독서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전문 독서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문해력 향상 및 학업능력 증진  

· 핵심내용
- 청소년 전문 독서교육 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취지
- 관내 곳곳에 유아숲이 조성되면서 지역별 유아숲 교육 접근성 향상

· 핵심내용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19개소 전체에 대하여 유아숲 놀이를 통한 숲ㆍ생태 교육 

지원 및 운영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미래교육재단 지역교육팀(☎061-884-8232)문 의 미래교육재단 지역교육팀(☎061-884-8233)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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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내용 :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 
- 개인별 희망악기 레슨 및 합주 연습 

- 정기연주회 및 곡성군 행사(축제 등) 공연 참여

· 기    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곡성 관내 중학생 및 초등학생, 고등학생

· 단원모집
- 수시모집

· 운영방법
- 파트연습(주 1회) : 곡성·옥과중(매주 수요일), 석곡중(매주 화요일)

- 합주연습(월 1회) : 곡성문화체육관(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 겨울·여름방학 집중캠프 실시 : 2022. 1월, 8월 중(5일간)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곡성형 숲·생태교육 운영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곡성군
곡성군

교육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어 곡성의 아름다운 생태환경 속에 아이들의 다양
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곡성형 창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곡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누구나 악기를 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보편적 음악
교육을 제공하여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곡성형 숲·생태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 지역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이 주는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창의성과 생태감수성을 지닌 미래시민을 기르는 지역 특화교육

· ‘곡성형 숲·생태교육’ 교육과정이 궁금해요

대상
(신청방법) 내용 시기

초등학생
(학교 교과과정 

연계)

(전 학년) 미술관에서 놀자, 학교생태텃밭 운영

2022.   
3. ~ 12.

(초1~2)  도깨비마을숲체험

(초3~4)  밧줄놀이터 만들기, 꿈놀자센터 트리클라이밍

(초5~6)  제월섬 트리클라이밍

(초6)      숲에서 길찾기(오리엔티어링)

(초4~5) 친환경 영어캠프 2022. 2.
(겨울방학)

중학생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탐색 과목 개설
- 산림분야(아보리스트, 오리엔티어)
- 생명공학분야(미생물), 목공, 영상, 생태텃밭 등

2022. 
3. ~ 12.

가족단위
(곡성교육포털)

팝업 밧줄놀이터&상상파티 
트리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제월섬 나무집짓기 2기 「사람과 숲을 잇다」 
숲에서 책 읽기 
생태문화예술 「들녘의 마음」

2022. 
3. ~ 12.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와 더불어 곡성형 
창의교육 과정 수립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

학년군별 적합한 숲·생태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체계화

중학교 중심으로 
초등, 고등으로 확대운영

전체 학년 대상으로 
숲·생태교육 개방

중학교 중심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미래교육재단 지역교육팀(☎061-884-8232)문 의 미래교육재단 지역교육팀(☎061-884-8215)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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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아카이브 시스템 [Dream!ng]’이란 무엇인가요?    
- 초등학교 꿈드림 과정 :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 인식 단계

  ˚1~6학년 : 진로 마을에서 꿈꾸다, 4차산업혁명 상상더하기

  ˚5~6학년 : 동사형꿈, 진로길찾기, 진로박람회, 진로를읽다

- 중학교 꿈키움 과정 : 진로 교육 탐색 단계 Dream Theater 프로그램

  ˚전교생 : 기업가정신, 나를찾아가는여행, 휴먼라이브러리, 직무체험, 진로콘서트,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창업동아리, 진로길찾기, 학과체험 

  ˚1~2학년 : 미디어영상제작, 환경/화가/농업/공예/요리/여행산업/스포츠 등

- 고등학교 꿈생꿈사 과정 : 진로 설계 단계

- 학교별 학기 중 진로시간에 진행됩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신청대상 : 관내 초·중·고학생

- 신청방법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교육포털사이트

- 제출서류 : 신청서식에 따름

· ‘진학 역량강화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 관내 성적우수 학생에 온라인수강권을 통한 심화학습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선발인원 : 30명(중3-10명, 고1-10명, 고2-10명)

- 선발기준 : 전년도(2021년) 성적, 학교장 추천

· 학습상담이란 무엇인가요?
- 신청대상 : 관내 초5~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진학상담이란 무엇인가요?
- 신청대상 : 고등학교 3학년

- 사업내용

  ˚7월 : 고입·대입 진학상담

  ˚10월 : 대학모의면접

· 고등 꿈생꿈사 과정이란 무엇인가요?
- 진로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역량 교육 및 상담 운영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진로 아카이브 시스템
[Dream!ng] 운영

곡성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별 단계에 맞는 진로 활동 과정을 진행하고, 
자기주도 진로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자신의 적성과 흥미탐색을 통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  

· 핵심내용
- 진학 역량강화 프로젝트 : 심화학습 교육 기회 제공

- 학습상담 : 좋은 공부 습관 만들기

- 진학상담 : 찾아가는 진학상담, 모의면접

- 고등학교 꿈생꿈사 과정 : 진학 설계 단계

· 사업취지
- 진로진학 및 미래기술 프로그램 참가이력과 결과물 아카이브-포트폴리오를 구축  

· 핵심내용
- 초등학교 꿈드림 과정 : 진로 인식 단계

- 중학교 꿈키움 과정 : 진로 교육 탐색 단계

- 고등학교 꿈생꿈사 과정 : 진로 설계 단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청소년지원팀(☎061-884-8243)문 의곡성군미래교육재단 청소년지원팀(☎061-884-8242)문 의

진학 역량강화 프로젝트 : 
비상(飛上)운영

곡성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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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STEAM 아카데미’란 무엇인가요?
- 곡성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을 진행합니다.  

 
· ‘STEAM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스크래치 기반 블록코딩을 활용한 로봇 프로그램, 가상공간을 직접 제작해보는

VR코스페이시스, 3D 모델링 기초를 배우는 틴커캐드 등이 있습니다.

· 교육 장소는 어디인가요?
- 곡성꿈키움마루(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903)

- 옥과청소년문화의집(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05)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교육포털사이트(gokseong.go.kr/edu)

· ‘곡성꿈키움마루’란 무엇인가요?
- 코딩, AR/VR, 디자인메이커, 스마트팜, 아두이노, 드론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강의 교육 제공

※ 초등학교 STEAM 체험 교육 : 주말, 일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STEAM 기초 교육 : 자유학년제 수업 및 방과후아카데미 수업

    고등학교 STEAM 전문화 교육 : AI 교실 연계, 미래산업 전문 동아리 지원

- 미래산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모집기간 중 지원한 교육 신청자

- 곡성 관내 청소년 및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곡성형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곡성의 미래산업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찾아가는 STEAM 아카데미 운영 곡성꿈키움마루 운영
곡성군 곡성군

곡성꿈키움마루에서 진행하는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곡성꿈키움마루를 미래산업에 맞는 교육기관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혁신적 포용
인재를 육성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사업취지
- 곡성꿈키움마루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이해 필요  

· 프로그램
- 스크래치 블록코딩, VR가상현실 제작, 3D디자인 모델링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미래교육재단 청소년지원팀 (☎061-884-8254)문 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청소년지원팀(☎061-884-8240)문 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 4차 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곡성 창의융합 교육
   체험센터 구축·운영

 • 곡성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교육 플랫폼
 • 창의융합 교육 강사 모집

 • 곡성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교육 플랫폼
 • 청소년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변 경종 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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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소년성장박람회’란 무엇인가요?
- 곡성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 참여하는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관내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2월 : 청소년기획단 구성 및 박람회 추진 

- 5월 : 청소년재능경연대회, 제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 10월 : 동아리박람회, 직업체험

※ 청소년기획단

     곡성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성장박람회 총괄 기획 및 추진을 담당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곡성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향상됩니다.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교육·보육분야 교육·보육분야

곡성군청소년성장박람회 운영 청소년 지역 민주시민 성장지원
곡성군 곡성군

곡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청소년 의회’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 의회를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곡성군의 소중한 

예산을 청소년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결정 과정 참여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중ㆍ고등학교 의회 활동 희망 학생      

 
·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교육은  관내 학교들과 연계 운영됩니다. 

- 교육 대상 : 관내 중ㆍ고등학생

·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적 경제교육을 보드게임을 통해 교육합니다.            

※ 심 데모크라시 :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해, 의무와 권리 이해 및 사회문제 해결

※ 다 같이 살어리랏다 : 공동체와 지역사회 속 민주주의 이해, 개인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및 체득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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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요내용

 • 청소년직업체험
 • 동아리 박람회
 • 정책제안대회

 • 청소년 의회 운영
 •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강화 교육

 • 청소년기획단 추진
 • 콘텐츠에 따른 연 2회 개최
 • 정책제안, 재능경연 추가     
   콘텐츠 영역 확장

 • 청소년 의회 운영
 • 청소년 민주시민보드게임
   교육
 • 관내 학교연계 운영

 • 성장지원단 추진 
 • 연 1회 박람회 개최
 • 직업체험,
   동아리콘텐츠

 • 청소년 의회 운영
 • 연 2회 정례회 개최
 • 세계시민교육 운영

변 경 변 경종 전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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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5월부터 시행일 : 2022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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