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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귀농귀촌 >

지원정책 >

기타지원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01. 자금 지원정책

02. 교육지원 정책

03. 임시거주지 지원

04. 귀농귀촌 기타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

정책

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단계별 학습 및 교육훈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련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

나주시는 귀농·귀촌 희망자

이 외에도 나주시는 귀농·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고 있습니다.

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

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을 배우고 교육한 후 정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공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시책
조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책명

주요내용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전 후 90일 이내(70일 지원)

(출산,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1일 68,720원(54,980원 80%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미용실, 목욕탕, 서점 등 이용지원
(연간 20만원 / 자부담 2만원)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20만원~100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농업정책과 061-339-7356

공익직불제

기존의 쌀·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통합

농업정책과 061-339-7342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지역화폐로 지급

농업정책과 061-339-7321

유기질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 1,700원,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부숙유기질비료 1,400~1,7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인증심사 소요비용 90% 지원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

출산장려지원(관내 거주한 가정)

임신부 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http://www.naju.go.kr)

농업정책과 061-339-7344

농업정책과 061-339-7342
건강증진과 061-339-2128,
2130,2174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시책명

주요내용
귀농일로 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취득세 50%감면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소득금액증명초본, 귀농인확인서 제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 전입신고 실제 거주)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주거

(융자, 신축, 리모델링)

환경개선
빈집정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체등록

2130,2174

담당부서
세무과 061-339-8542,
8791~8793

감정평가액(토지, 주택) 연리 2%,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매적 150m² 이하, 대지면적 660m² 이내

건축허가과 061-339-7244

빈집 철거비지원(동당 150만원)
농업경영체 :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국고지원 최대 월 43,650원)
농지원부 : 세대주만 국고지원
면세유, 직불금,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 증명 등 혜택, 각종 농림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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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061-820-000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061-333-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