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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 맞벌이가정 등의 지역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학령기 아동
주 대상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내역 : 보호, 교육기능, 정서지원, 문화서비스 등 지역사회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신고정원 비고

10개소 장흥군 061 244

1 샛별 장흥읍 흥성로 37-24 864-4888 29 법인

2 장흥
장흥읍 동교로 36-16,
케이빌 101호

864-0017 35  

3 늘푸른 장흥읍 동교로 63-22 864-1140 25  

4 정남진 장흥읍 동부로 6-1 863-1236 21

5 관산
관산읍관산로121-17, 
동산주택101호

867-8679 25  

6 용산 용산면 묵촌길 50 864-0166 29  

7 안양 안양면 안양로 116-1 864-1318 25

8 지팡이장동 장동면 흥성로 1551 862-7684 15 법인

9 장평 장평면 장평중앙길 73 864-1548 25

10 부산 부산면 부유로 25-8 863-9992 15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운영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관내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개소일 연락처 정원

장흥탐진그룹홈 장흥읍 차경애 2008.04.02 864-0016 7

정남진그룹홈 장흥읍 김지영 2011.02.14 864-3475 7

아오로그룹홈 장흥읍 백경란 2021.11.23 863-0500 7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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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 기초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 긴급 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가정, 중위소득 52%이하 맞벌이 가구
지원내용 : 방학중(평일, 주말, 공휴일), 학기중(주말, 공휴일) / 중식 지원(반찬배달)
배달업체 :2개소 / 행복을 나누는 (주)정남진뷔페, 고마교회 다사랑나눔센터
급식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사업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양육보조금 300,000원 / 월

만18세까지

세대위로금 20,000원 / 월

명절제수비 50,000원 / 2회(설, 추석) / 세대당

대학진학자금 1,500,000원 / 1회

상해보험료 65,000원 이내 / 아동, 보호자 1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00,000원 / 월
 

자립정착금 10,000,000원 / 1회 / 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200,000원/ 월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
한 달까지

입양비용 2,700,000원

입양알선비용 지원
복지부 허가기관 : 2,700,000원
시·도 허가기관 : 1,000,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
원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지원 1,000원 ~ 100,000원 / 월

만18세까지
(기초수급자,아동복지
시설 보호아동, 가정위
탁)

아동수당(2018. 9. 21.일 첫 지급)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

지급 금액 및 방식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 이체) 원칙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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