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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장려금 지급
문의처

내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용

상 : 만 49세 이하 미혼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둘중 한 명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지원내용 : 500만 원(최초 200만원,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
※ 첫회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2.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문의처

내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용

상 :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도내 소재
시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광주지역 병원 불가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 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3.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내용
- 결혼에 대한 의미와 상대 배려,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 준비된 임신교육 등의 내용으로 부부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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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

내

용

•주택구입
대
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이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신규 10가구), 신혼부부 : 결혼 7
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
만원, 최장 3년)
•전세자금

대

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주택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신규 25가구),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5.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6가족 30명)

주요내용
- 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가족체험,
기념 앨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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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료 산전검진 지원
문의처
보건소
350-5561

내
대

용

상 : 임신부

지원내용 : 초음파 검진비(105천원)

7. 난임부부 시술비 군비추가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상 : 시술 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소가 영광군인 자

지원내용 : 정부지원 외 군비추가 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50만원(7회), 동결배아 50만원(5회)
- 인공수정 : 30만원(5회)
※ 사실혼 부부 가능

8.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법적 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 55세 이하, 여자 만 49세 이하

지원내용 : 정관복원 80만원, 난관복원 150만원 이내

9. 임산부 영양제 및 예방접종비 지원
보건소
350-5561
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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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대

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내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용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1회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일괄 신청
- 영 광 군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유축기 무료대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등록관리,
신생아 출생기념 식수 신청
- 전국공통 :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다자녀(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3명 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10.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

보건소
350-5561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1인당 300만원 이내(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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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부 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13. 출산 축하용품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지원내용 : 30만원 상당 출산 축하용품

14.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지원내용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친환경 유아용딸랑이세트, 아기가자고있어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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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
(첫달 100만원, 둘째달부터 20만원×20개월)
- 둘째아 : 1,200만원
(첫달 120만원, 둘째달부터 30만원×36개월)
- 셋째아~다섯째아 : 3,000만원
(첫달 150만원, 둘째달부터 50만원×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 3,500만원
(첫달 255만원, 둘째달부터 55만원×59개월)
※ 첫회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1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처

내

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
350-5561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또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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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상 : 2021.1.1.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18.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문의처

내

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
350-5561

- 6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단풍당뇨증) 검사
-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19. 영양플러스(임산부 영유아) 사업
대

보건소
350-4809

상 : 관내 영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 미만 전액 지원
- 빈혈, 저체중아, 저신장 등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보충식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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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

보건소
350-5561

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천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6천원)
- 단,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 사망, 질환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

내

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보건소
350-5561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 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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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생아 출생 기념숲 조성
문의처

내

용

: 2020.9.1~2021.8.31.까지 출생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의 신생아
: 법성진내근린공원
산림공원과
350-5377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지원신청서 작성
- 10월 식수
- 아기 이름, 생년월일, 부모 마음 등을 새긴
수목 표찰 부착

2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
노인가정과
350-5546

상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누구나

지원내용
- 위 치 : 여성문화센터 내 2층
- 시 간 : 월~금, 10:00~19:00
- 방 법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최초 1회)
- 내 용 : 돌봄활동 장소제공, 장난감 및 도서이용,
놀이프로그램 참여, 가족품앗이 활동 참여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2. 가정 양육수당 지원
3. 아동수당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5. 장난감 도서관 운영
6. 물무산 행복숲(유아숲체험원 1개소, 물놀이장 2개소)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8.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9. 다자녀 가정 스포티움 수영장 이용료 할인

02. 아동

02. 아동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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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문의처

내
대

노인가정과
350-5548

용

상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 240천원~484천원
- 종야간연장보육료 : 3.2천원
- 누리과정 : 260천원

2. 가정 양육수당 지원
문의처

내
대

노인가정과
350-5546

용

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영유아

지원내용
-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 10~2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0~20만원

3. 아동수당
문의처

내

용

: 만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노인가정과
350-5358

: 아동1명당 매월 10만원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문의처

내
대

노인가정과
350-5546

용

상 : 만 3개월~12세 아동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40~100% 지원
-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0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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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난감 도서관 운영
대

노인가정과
350-5546

상 : 만 9세 이하 아동, 보육시설

지원내용
-위
치 : 여성문화센터 내 2층
- 연 회 비 : 일반회원 1만원, 보육시설 3만원
- 대여수량 : 일반회원 2점, 보육시설 6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대여료 없음, 연체료 1일 500원)

6. 물무산 행복숲(유아숲체험원 1개소, 물놀이장 2개소)
대

산림공원과
350-5779

상 : 모든 어린이

지원내용
•유아숲체험원
- 위치·규모 : 물무산 행복숲 약수터 주변 2.5㏊
-내
용 : 나무오르기, 경사오르기, 통나무
징검다리 등 숲속 놀이시설
•물놀이장
- 위치·규모 : 유아숲체험원 내(132㎡, 50㎝),
영광향교 옆 계곡(204㎡, 75㎝)
- 운 영 기 간 :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
8월 셋째주 일요일
(매주 월요일, 우천시 휴장)
- 운 영 시 간 : 10:00~17:00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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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문의처

내

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노인가정과
350-5875
다함께돌봄센터
353-1313

- 위치 : (구)영광읍사무소 1층
- 시간 : (학기 중)오후 1시~오후 8시
(방학 중)오전 9시~오후 6시
- 내용 : 숙제 지도, 독서, 놀이, 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

8.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문의처

내

용

: 13세 이하 아동,
3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입장

산림공원과
350-5353

- 위치·시설 : 영광읍 우산근린공원 내
조합놀이대 1개, 물놀이 시설 7개,
바닥분수 1개
- 운 영 기 간 : 매년 7월 둘째주 토요일~8월 셋째주
일요일(매주 월요일, 우천시 휴장)
- 운 영 시 간 : 10:00~17:00

9. 다자녀 가정 스포티움 수영장 이용료 할인
문의처
스포츠산업과
350-4851

내

용

: 관내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이용료의 50% 할인

03. 청소년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
5.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6.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7.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03. 청소년

3. 창의·인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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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문의처

내
대

노인가정과
350-5540

용

상 : 저소득·한부모·장애가정 등 중학생

지원내용
- 교과학습 지도, 주말체험, 여름 및 겨울캠프 등
- 정서 및 심리 상담 등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문의처
노인가정과
350-5540

내
대

용

상 :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의료지원 등

3. 창의·인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의처

내
대

총무과
350-4704

용

상 :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혁신교육지구 운영
-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 지원
- 초등학교 수영 수업 지원
- 대학 입시 경쟁력 및 취업율 향상 프로그램 지원

03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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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
대
총무과
350-4704

상 :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5.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
총무과
350-4702

상 : 관내 초·중·고·대학생, 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

지원내용
- 초 20만원, 중 50만원, 고 80만원, 대 300만원
- 우수 교육시책 운영

6.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총무과
350-4704

대

상 : 영광군에 주소가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비 연 30만원 / 인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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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통축산과
350-4728

대

상 : 관내 초·중학교

지원내용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급식경비 지원

04. 청년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2.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운영
3.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4. 청년 취업활동수당
5.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6.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9.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10.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11.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

04. 청년

8. 농·어·임업인 육성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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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

내
대

용

상 :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근로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전월세 주거비 10만원 지원(1년, 생애 1회)

2.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운영
문의처

내
장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

용

소 : 영광읍 물무로 219 생활체육공원
(구)관리사무소

운영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7:00
(일·공휴일 휴관)
지원내용
- 다목적 회의실, 디지털 룸, 쉼터 등 공유 공간
-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문의처

내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

용

상 : 만 18세 이상~45세 이하 일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자립지원금 10만원
(3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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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취업활동수당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

상 : 만 18세 이상~45세 이하 졸업·중퇴 후 2년
지난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취·창업 활동 경비(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
- 월 50만원(영광사랑상품권 30+현금 20),
6개월(생애 1회)

5.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
청춘공방
351-2112

대

상 : 3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팀

지원내용 : 동아리 17팀 활동비 지원(팀당 100만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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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문의처

내

용

: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12

: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업 500만원)

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

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 영농 경력,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영농정착
농업기술센터
350-4832

지원금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3년간) : 월 100만원(1년차) →
월 90만원(2년차) → 월 80만원(3년차)
- 독립경영 2년차(2년간) : 월 90만원(1년차) →
월 80만원(2년차)
- 독립경영 3년차(1년간) : 월 80만원(1년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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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임업인 육성

농정과
350-5374

해양수산과
350-5413

산림공원과
350-5377

•학사농업인 육성
대
상 :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인 자(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지원내용 : 경종분야(농지구입 등) 및 축산분야 기반시설
등을 위한 최대 2억원 융자 지원(연리 1%)
•어업인 후계자 지원

대
상 : 어업인 후계자
지원내용 : 20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2%)
•임업인 후계자 지원
대
상 : 임업인 후계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등
•강소농 육성

농업기술센터
350-4831

대

상 : 영농 초기단계 귀농인 중 강소농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가
지원내용 :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운영
지원 등
•청년창업형 후계자 지원

대
농업기술센터
350-4832

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운영
지원, 월 80~100만원, 최장 3년, 최대 3
억원 융자 지원(연리 2%)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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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453

내

용

: 신청일기준 1년이상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45세 이하 청년/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
(청년 1,800, 기업 360) 3년간 안정적 지원

10.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문의처

해양수산과
350-5413

내

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 어업 경영인 중 신규 어업 창업예정자
: 어업 경영 년차에 따른 지원금 지급(매월)
- 1년차 : 월 100만원 / 2년차 : 월 90만원
3년차 : 월 80만원

11.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
문의처
해양수산과
350-5415

내

용

: 만 39세 이하 수산계학교 어업분야 졸업 또는
예정자를 고용하는 내·해수면 양식업체
: 1인당 매월 최대 100만원 지원

05. 공통
1. 전입자 지원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4. 「내 직장 주소갖기」 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
5.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6.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7.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8. 대중교통 요금 지원
9. 영광사랑지역화폐(지류, 카드) 인센티브 지급
10. 맞춤형 평생교육
11. 여성 취업·창업 교실 운영
12. 대마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
13. 투자유치기업 및 연구소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14. 농어촌 주택정비 지원
15. 농업인 주민소득 지원

17. 귀농어·귀촌 지원

05. 공통

16.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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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자 지원
문의처

내

용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

- 일반 세대구성자 10만원, 기업체 임직원(기숙사, 사택 등
거주자) 15만원, 전입학생·군 장병 20만원, 국적취득자
50만원 / 1회 / 영광사랑상품권
- 쓰레기 종량제 봉투(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에 전입한 사람 / 전입신고시 지급),
영광 바로알기 투어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453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219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내용 : 5인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5만원
5인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7만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대
영광고용복지센터
280-0158~9

상 : 만 15~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지원내용 : 최대 30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월50x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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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직장 주소갖기」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
대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

상 :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이 3명 이상인
관내 기관 및 기업
(임직원 자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전입일 기준) 2021년 1월 이후

지원내용
-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영광사랑상품권)
(3명 이상~5명 미만) 20만원
(5명 이상~10명 미만) 50만원
(10명 이상~15명 미만) 100만원
(15명 이상~20명 미만) 200만원
(20명 이상) 300만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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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대

안전관리과
350-5448

상 : 영광군 거주 전 군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부상등급 1급~5급)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4.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6. 농기계 상해사망 : 1,000만원
7.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8.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10.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일사병, 열사병 포함)
11.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12.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 1인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 20만원)
13. 선박 전몰.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 2,000만원
14.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최초 1회한)
15. 화상수술비 : 100만원(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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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문의처

내

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안전관리과
350-5825

: 분기별 26,535원(월 8,845원)

7.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문의처

내

용

: 관내 가정용 텔레비전 보유세대

안전관리과
350-5825

: 공중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요금 고지서 원천공제

8. 대중교통 요금 지원
안전관리과
350-5649

군민행복(100원) 택시 운행 : 9개 읍·면 24개 마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전지역
(일반 1,000원 / 초·중·고교생 및 어린이 500원)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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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사랑지역화폐(지류, 카드) 인센티브 지급
문의처

투자경제과
350-5452

내

용

사용처
- 지류형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 카드형 : 관내 IC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카드 상품권
가맹점('20. 1. 1. 부터)
혜 택
- 상시 5%, 명절 이전 달 및 명절이 속한달 10%
※ 단 영광사랑카드는 연중 10% 인센티브
지급(예산소진 시 까지)
-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전통시장 이용시 40%

10. 맞춤형 평생교육
대
총무과
350-4705

상 : 영광군민 누구나

지원내용
- 여성자치대학 운영(관내여성 80여 명)
- 군민교양강좌(월 6회),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46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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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 취업·창업 교실 운영
대
노인가정과
350-5549

상 : 경력단절 여성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자격증 취득반 운영
- 교육 수료자 취업 연계 지원

12. 대마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
대

투자경제과
350-5698

상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지원내용 : 대마산업단지 내 기숙사 입주시
- 1실당 1천만원
- 기업당 최대 32실(총 136실) / 2년간(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 가능 → 최대 5년)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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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자유치기업 및 연구소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문의처

내

용

: 투자금액 10억원,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공장등록 투자유치기업 및 투자(업무)협약
체결 연구소
투자경제과
350-5698

: 대마산업단지 내 기숙사 입주시
- 전기요금의 50%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단, 영광군에 주소를 둔
상시 고용인원이 70% 미만인 경우는 3년)

14. 농어촌 주택정비 지원
문의처

내
대

종합민원실
350-5472

용

상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

지원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2억원 이내 융자(연면적 150㎡ 이내)
-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
•슬레이트 100만원, 슬레이트 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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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업인 주민소득 지원
문의처

내
대

농정과
350-5374

용

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설치) : 가구당 5천만원
이하(연리 1%), 법인 1억원 이하(연리1%)
- 운영자금 : 가구·법인 5천만원 이하(연리1%)

16.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

농정과
350-5374

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 및 영어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1인 당 20만원 행복바우처카드 지급
(자부담 2만원)
자격조건 : 영광군 주소를 두고 영농종사 기간이 1년
이상 여성농어업인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어업확인증 등 첨부)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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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농어·귀촌 지원
•농어업 창업 지원(융자)
대
상 : 만 65세 이하, (예비)귀농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구입 지원 융자 3억원 이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농어가 주택 신축·구입 및 증·개축(융자)

대
상 : (예비)귀농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신축,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
융자 7,500만원 이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농업기술센터
350-4833
해양수산과
350-5413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주거공간 리모델링)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2인이상 전입 세대주 등
지원내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지원 / 500
만원(보조 100%)
•귀농인 창업농 지원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2인이상 전입 세대주 등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 1,000만원(보조 5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2인이상 전입 세대주 등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 2,000만원(보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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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농어·귀촌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대
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지원내용 : 홍보자료 개발 및 마케팅 비용, 역량개발비
등 지원 / 1,000만원(보조 100%)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비
대
상 : 귀농인 및 선도농가
지원내용 : 월 20~80만원 지원(5개월)

농업기술센터
350-4833
해양수산과
350-5413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
상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시설 운영

대

상 :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임시 주거공간 제공 / 이용료 월 10
만원(실비 자부담) / 최대 3개월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대
상 : (예비)귀농인 및 선도농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최대 5개월)
•신규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1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2인이상 전입 세대주 등
지원내용 : 집들이 비용 지원 / 50만원(보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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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농어·귀촌 지원
•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수건) 제작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1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등(단독세대 가능)
지원내용 : 인사용 수건 50매

농업기술센터
350-4833
해양수산과
350-5413

•귀농인 농장간판 제작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5년 미만의 귀농인
등(단독세대 가능)
지원내용 : 농장간판 제작, 설치
•귀농인 농장간판 제작
대
상 : 만 65세 이하, 전입 5년 미만의 귀농인
등(단독세대 가능)
지원내용 : 농장간판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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