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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귀농·귀촌 문의

귀농·귀촌에 관해 문의주시면 정성스럽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귀농귀촌 상담문의 : 도시민 지원센터 061-860-5952~4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귀농준비절차

1. 귀농정보수집 : 농가방문,영농체험(주말영농)

2. 정착지물색 : 정착지 결정 (주거 및 농지환경고려)

3. 영농기술 습득 : 농작물 선택,영농기술습득

4. 농지 및 주택확보 : 농지구입 및 임차, 주택 신축 및 구입

5. 정착

귀농 손자병법

시계(始計) 사전 계획 세우기 : 농촌에서의 삶과 영농기술 공부
모공(謨攻) 상대를 알고 작전 세우기 : 농촌 현실을 알고 스스로 적응
군형(軍形) 군대를 유리하게 배치 : 가족 공감 얻고 마울주민과 융화
군쟁(軍爭) 군대(조건)을 써서 이기기 : 농사 외에도 소득원확보하기
용간(用間) 간첩을 활용해 정보수집 : 도시의 지인들을 적극 활용
허실(虛實) 남의 허점을 노려 공격 : 새로운 기회와 블루오션 발굴
구지(九地) 자신의 상황,귀농지 환경 고려

귀농길잡이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jeongnamjin
/www/jeongnamjin/oppidan
/www/jeongnamjin/oppidan/farm_guide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w.jsp?lawsNum=46800110246004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w.jsp?lawsNum=46800110246005


귀농지원사업 주요내용
※ 문의 : 농산과 도시민지원센터(061-860-5952~4)

지원사업 지원액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조건 비고

융
자

귀농어업
창업지원

3억원 한도
융자 100%
(연2%, 5년
거치 10년상
환)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한 자격 적합
자

재촌비농어업인 신청 가능

주택신축/
구입

(증·개축포
함)

7천5백만원 한
도

주택 구입. 신축을 위한 대지
구입비 포함

보
조

귀농어업인
창업지원

1천만원 한도
(예산범위 내)

보조 50%자
담 50%

농지 및 시설부지, 가축입식
자금 제외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

리

5백만원 한도
(예산범위 내)

보조 100%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농가주
택에 한하여 지원

현장실습 인턴지
원

실습지원 80만
원

보조 100% 귀농 또는 귀농희망자

농기계임대사업 기종·기간에 따라 상이한 임대료
군내 주소자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소재한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061-860-6560)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학년별 차등지
급

보조 100% 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둔 학생

농어민소득증대
개인 1억원 한
도법인 5억원
한도

융자100%
(연1%, 연체
이율 10%)

군내 1년이상 거주농업인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농어촌진흥기금

도내 1년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 농업
인

농가도우미지원 최대 70일
보조80%자
담20%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
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함

신생아출산장려
금

300만원 ~
1,000만원

1년 단위 분
할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
는 모의 주소가 장흥군에 있어야 함.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60-
6412)

결혼장려금 500만원
3회 분할지
급

49세 이하 남녀(재혼 포함)
총무과 인구정책팀(061-860-
5601)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쌀 20kg 1포대 최초 1회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거주

장흥 경제를 이끌어 가는 10대 품목

※ 매생이 : 연간 1,000톤, 4,621백만원 소득, 점유율 45% (전국1위) / 단위 : 두수, 톤, 백만원

소득순위 품목명 농가수 연간생산량 연간소득 평균소득 전남점유율

1 한우 2,959 54,238 141,534 48 10.4 (전남 1위)

2 벼 5,811 51,911 74,725 13 4.3

3 낙지 708 2,067 28,600 40 45.0 (전국, 전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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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고버섯 470 787 20,200 43 70.0 (전국, 전남 1위)

5 뱀장어 12 700 20,000 1,666 14.0

6 양파 755 19,575 16,247 22 0.01

7 김 159 10,665 13,972 87 5.0

8 돼지 37 17,971 12,130 327 1.8

9 키조개 45 676 11,500 255 40.0 (전남 1위)

10 토마토 98 3,022 9,704 99 0.04

소득순위 품목명 농가수 연간생산량 연간소득 평균소득 전남점유율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위　　치 : 장흥읍 해당리 일원
기　　간 : '09 ~ '14
면　　적 : 292만㎡
분양실적 - 90,980㎡ / 다솔(주), 황칠다담, 고리 등 6건 ※ MO체결 : 35개업체

장흥 농공단지 조성

위　　치 : 부산면 금자리
기　　간 : '10 ~ '12
면　　적 : 15만㎡

장평농공단지 확대

위　　치 : 장평면 봉림리
기　　간 : '11 ~ '13
면　　적 : 15㎡

로하스(LOHAS)타운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기산리 일원
기　　간 : '09 ~ '25
면　　적 : A=229만㎡(약70만평)
계획세대 : 1,300세대(2,600명)
조성내용 : 자립형 친환경 생태휴양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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