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이
꿈꾸는 고향,

옥천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금강의 맑은 물이 옥토를 이루는 옥천 !
귀농귀촌의 꿈은 옥천군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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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가면 더 즐거운

옥천의 축제들
귀농은 옥천으로 !
Ⅰ 귀농·귀촌 최적지 옥천
Ⅱ 귀농·귀촌 인구변동
Ⅲ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옥천묘목축제 (3.28.~3.31.)

구읍벚꽃축제 (4.5.~4.7.)

청산생선국수와 함께하는
민속씨름대회(4.13.~4.14.)

2021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2021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Ⅰ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Ⅱ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참옻축제 (4.26.~4.28.)

Ⅲ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안터마을 반딧불이축제
(5.25.~6.9.)

지용제 (5.9.~5.12.)

Ⅳ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Ⅵ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금)
Ⅶ 귀농인의 집

기타지원사업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
(7.14.~7.15.)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26.~7.28.)

중봉충렬제 (10.11.~10.13.)

기업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귀농·귀촌 도움터
(사)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

옥천군민의날(10.13.)

옥천 행복 어울림 축제(10.13.)

※ 상기 일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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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주 상담요원
옥천 비경을 만/나/다 !
옥천군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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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오시는 길

귀농은 옥천으로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옥천군청
▶ 전화번호 043.730.3114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전화번호 043.730.3881~3

(사)옥천군 귀농귀촌인연합회

Ⅰ귀농·귀촌의 최적지 옥천
▶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 풍부한 수자원과 대청호 수질보호에 따른 청정 자연환경 보유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매년 귀농귀촌 인구 1,000여명 유입

국도 이용 시

▶ 주소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

▶ 대전방면 대전 4번국도 옥천

▶ 전화번호 043.732.1120

▶ 영동방면 영동 4번국도 옥천

Ⅱ 옥천군 귀농귀촌 인구 변동

▶ 보은방면 보은 37번국도 옥천

고속도로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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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Step 1

귀농정보를 수집하자 !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Step 2

가족들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변전실
농기계 농기계
격납고 사무실

교육관
유용
미생물
온실

작
업
장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격납고

Step 3

어떤 작물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Step 4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Step 5 어디서 정착할까 ?

농심테마공원

진입로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Step 6 주택과 농지를 구매하자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선택합니다.

Step 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
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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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2021년 제9기 신규농업인학교

2021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교류, 협력을

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증진하여 상호 융화를 촉진

▶ 대상 옥천군으로 이주하거나 예정인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등

▶ 대상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 18~20 본 과정 입학생은 입학 불가(단, 모집학과 정원 미달 시 가능)

▶ 모집인원 30명 예정(귀농귀촌인 15명, 지역주민 15명)

▶ 모집인원 40명

▶ 내용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예정

▶ 교육기간 2021. 3월 ~ 8월 (100시간)

▶ 교육기간 2021. 5월 ~ 10월 예정

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2021년 귀농귀촌인 교육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

▶ 예비 귀농귀촌인 및 기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에 안

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모

▶ 대상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대상 귀농귀촌인

▶ 모집인원 6명(3개조, 선도농가 3명, 신규농업인 3명)

▶ 모집인원 100명 예정

▶ 교육기간 2021. 3월 ~ 11월

▶ 내용 영농교육,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관리 교육 등 귀농·귀촌 교육 지원
▶ 교육기간 2021. 5월 ~ 10월 예정

2021년 전문농업기술교육과정
▶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천군 주요작목에 품목별 재배·유통·마케팅 등 기술교

온라인 귀농귀촌인 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육을 실시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지역선도농업인 양성

▶ 온라인 교육 80시간 이수 시 40시간 인정,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시

▶ 대상 옥천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우선선발)

간 100% 인정

▶ 모집인원 과정별 50명까지 (모집: 2. 8. ~ 3. 5. / 온라인, 읍·면 병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과정명 고구마, 사과, 복숭아, 양봉, 마늘, 자두, 고추, 잎들깨, 시설채소, 미생물, 친환경농업

▶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com) -> 교육정보 및 신청 -> 온라인 교육 -> 농업포

이해, 농약안전사용, 농업인법률, 농촌융복합이해, 농작업안전보건, 토양과 비료, 과수 전정, 산

털 온라인 교육 수강하러 가기

업곤충1·2·3차)
▶ 교육기간 2021. 4월~7월 (교육시간: 14:00 ~ 18:00)

문의 730-4924(농촌활력과 교육인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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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30-3881~3(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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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지원대상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사업내용

농기계 5종(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운반차, 저온저장고)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기준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운반차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한도)

사업비

4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귀농일로부터 5년 동안 신청가능, 1월 중 신청접수

신청장소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지원대상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귀촌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사업내용

단동하우스(330㎡, 165㎡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지원기준

1개소 당 19,800천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각 읍·면사무소

지원단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
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30㎡ 하우스: 40천원×330㎡ = 13,200천원(단, 165㎡ 하우스 설치 시 40천원×165㎡ = 6,600천원 단가 적용)
중형관정: 6,600천원 ※ 중형관정 미설치 시 하우스 지원 단가만 지원

사업량

138,600천원(7개소,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본 사업으로 공급된 기계를 양도·매도하는 경우, 농업
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신청기한

귀농귀촌일로부터 5년 동안 신청가능, 1월 중 신청접수

! 유의사항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공 통: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부등본(토지),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농지 임대의 경우 5년 이상)
※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본 사업으로 공급된 시설하우스를 양도, 매도
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사업내용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주택 내부 이외인 담장, 창고는 지원 제외, 신축·증축은 지원 불가)

지원기준

1개소 당 500만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사업량

40,000천원(8개소, 군비 100%)

신청기한

귀농일로부터 5년 동안 신청가능, 1월 중 신청접수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
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의 경우)

! 유의사항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수리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수리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지원대상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사업내용

농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지원기준

1개소 당 300만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사업량

30,000천원(10개소, 군비 100%)

신청기한

귀농일로부터 3년 동안 신청가능, 1월 중 신청접수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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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을 마친자, 귀농(전입신고)한 지 5년 이내인 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문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는 자(귀농인확인서 등 관련법령·지침
에 따라 증명가능한 자)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지방농촌진흥기관 창업교육 이후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예비창업실행비 지원

사업량

20,000천원(2명, 개소 당 10,000)

신청기한

2021. 1월 ~ 2월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730-491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예비창업
실행비
활용 예시

-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 확보 컨설팅비
-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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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금)

지원대상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려)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려)는 세대주
공통요건 만65세 이하,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❶ 40세 미만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❷ 영농종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❸ 후계농업인

제외대상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
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선정기준

신청 접수 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함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농업창업: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및 구입,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
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
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설치 등
주택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등 (연면적* 150㎡ 이하)

대출금액

농업창업: 3억 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 75백만 원 한도

이율

2%(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신청기한

귀농일로부터 5년 동안 신청가능,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접수,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730-3883)

구비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 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대출받을 농협 방문하여 신용·담보 조회),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유의사항

사후관리기간(융자금 지원연도~융자금 상환일)동안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회수사유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 사업장 이탈,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 혹은 임대할 경우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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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옥천군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단기임차를 원칙으로 하며 최장 1년 한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임차자 부담)

1호 옥천읍 삼청2길 283-1 (임대료: 150,000원, 면적 40㎡)

2호 동이면 평산길 44 (임대료: 160,000원, 면적 69.1㎡)

3호 청성면 산계2길 98 (임대료: 100,000원, 면적 52.22㎡)

4호 청성면 산계 2길 102-3 (임대료: 150,000원, 면적 62.82㎡)

5호 청성면 산계2길 95-4 (임대료: 150,000원, 면적 70.8㎡)

6호 안남면 화학4길 88 (임대료: 150,000원, 면적 154.06㎡)

7호 이원면 지탄6길 5 (임대료: 99,200원, 면적 73.89㎡)

8호 안내면 도율길 7 (임대료: 160,000원, 면적 94.4㎡)

9호 청성면 장수로 552 (임대료: 220,000원, 면적 66.06㎡)

10호 청성면 산계4길 15-12 (임대료: 협의중, 면적 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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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정책

농기계 임대은행

대상 및 자격조건

내용

관내거주 농업인 (농업기계교육 이수자)

사용료 : 만원 ~ 13만원 / 일

지원분야

대상 및 자격조건/내용

출산양육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출산가정
(혹은 출생신고 이후,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되는 날 신청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아 200만원(10회분할), 둘째아 300만원(15회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20회 분할)지급
- 출산용품 지원: 10만원 옥천사랑 상품권 지급
2. 출산양육지원금: 출생 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 거주 시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을 12회 분할지급 (다문화,장애인가정 1년연장지원)
3. 임신 전 · 산후 영양제 지원:
-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2개월분 지급 (총2회)
- 출산여성에게 종합영양제 2개월분 지급 (출산 2개월이내 신청 시)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전부터 거주)
5.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및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문의처 : 730-4926(농촌활력과 농업기계팀), 730-4966(청산), 730-4929(안남)
토양검정 서비스

관내거주 농업인

채취한 흙을 골고루 섞어 비닐봉투(지퍼팩)에
500g정도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

문의처 : 730-4936(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
미생물 서비스

관내거주 농업인

작물생육 촉진을 위한 농업미생물 공급,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 미생물 공급 등

문의처 : 730-4990(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
귀농인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3년 이내 귀농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문의처 : 730-3206(재무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0~73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

문화활동 영위 기회 제공 18만원/명
(자부담 2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작업과 가사지원 대행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70,000원/일
(보조 56,000원, 자담 14,000원)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건강보험료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별도 경감)
(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5,000원/
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1,000,000원)

옥천군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으로
전액 융자받은 자

2021년 대출받은 5종의 농업정책자금(귀농 농업창
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주민소득지원 자금, 6차산업 활성화 자금,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연이자 발생액의 50% 보전
(보전금 지급은 차년도 12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만15세~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영농경력 3년미만
독립경영(예정)농업인

월80~100만원의 영농정착금 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의 영농경력
1년~5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원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농업(예정)인,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3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 융자지원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자금 사용용도: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등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농업인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 면세유 공급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1t) 등 면세유 공급지원

문의처 :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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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7302153~4

다자녀(세자녀 이상) 학자금: 일반고 1인 45만원, 특성화고 1인 27만원

주민복지과
730-3312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농업기술
센터
730-3284

초, 중, 고등학교 통학 버스 요금 지원(초 1,300원, 중·고 2,200원)(옥천군 주민등록,
거주지와 학교간 직선거리 2Km이상)

평생학습원
730-3603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30~200만원)

평생학습원
730-3604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매월 10~20
만원
시간제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월 80시간 보육 지원
(1인 월 10만원, 최대 60개월 지급,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확대)

주민복지과
730-3333

아동수당 지급: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주민복지과
730-3692

교육

보육

문의처 : 730-3241~5(친환경농축산과 농정지원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농업용수 처리기) 취득시 납입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처

전입
장려금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
개인(1인당) : 20만원 옥천사랑상품권
학생 추가 장려금 :3년간 매년 10만원 옥천사랑상품권 / 만19세 이상 문화시설(문화
예술회관) 관람료 50% 할인(1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세대) : 20리터 50매 / 교통비(세대) : 10만원 교통카드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 10만원 옥천사랑상품권(최초 1회)

기획감사실
730-3782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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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청년정착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내용

문의처

결혼정착금 지원(2019.7.1.이후부터 혼인신고 시 적용)
- 대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부부, 만19세
~ 만49세 이하 남녀
(국제결혼인 경우 국적취득 후 최초신청 가능)
- 지원금: 5백만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2백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백만원)
청년 전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 최대 4년
- 대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지원금: 2백만원 이내(자녀 1인당 0.5% 가산, 최대 25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대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지원금: 월 10만원 정액지원(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지원
충북행복결혼 공제 지원: 최대 5년
- 대상: 만18세 ~ 40세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농업인
- 근로자: 월 80만원(지자체 30~40, 기업 10~20, 근로자 30)
- 농업인: 월 60만원(지자체 30, 농업인 30)

기획감사실
7303781~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
정인 사람(별도 소득기준, 주택기준 충족시)

재무과
730-3205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 대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내용: 대출금(최고 5천만원, 청년인 경우 최고 1억)의 연3%이자 3년간 지원
- 신청: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 T 249-578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점포) 보조금 지원
- 대상: 옥천군에 3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3명 미만의 소상공인
- 내용: 인테리어 등 총 사업비 80% 이내 최고 2천만원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대상: 사업등록 3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
- 내용: 업체 당 월 최대 50만원(연 600만원), 2년간 지급

경제과
730-3362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구분

모집
시기

참여대상

임금 및 실비

시급 8,720원(61,040/일)
분 기 별 18세 이상 옥천군민 재산 3억원 미만, 가계
간식비 3,000원
모집
소득이 중위 소득 70% 이하
월차·주차 지급
청년희망
분 기 별 18세 이상 39세 이하 옥천군 미취업 청년(재 일급 61,040원
일자리사업 모집
학생 제외)
월차, 주차 지급
참여자: 충북도민, 도 인근 시군민
생산적
참여농가: 옥천군에 토지가 등록된 농가
실비 20,000원/4h
연중
일손봉사
참여기업: 사업장이 옥천군에 위치, 제조분
야 중소기업
시급 8,720원(61,040원/일)
지역 공동체 매년
18세 이상 옥천군민, 재산 3억원 미만, 가계
간식비 3,000천원
일자리 사업 초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
월차·주차 지급
군민행복
일급 61,250원
수시
사업별로 참여대상 상이
일자리사업 모집
월차·주차 지급
옥천군일자리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 연락처 730-3391~6
공공
근로사업

월 평균지급
주 근로시간
액(천원)
1,300

28

1,400

35

-

-

1,500

35

1,600

35

귀농·귀촌 도움터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센터)
농업인력포털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센터
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

기업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원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자금)

대상: 도내 중소기업
내용: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및 연 2% 이자 차액 보전(자금별 대출금리 상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군 자금)

대상: 관내 중소기업
내용: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및 연 3% 이자 차액 보전
대상: 옥천군에 3년 이상 공장과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내용: 근로자 편의시설 및 공장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업체 당 2천5백만원 한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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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북기업
진흥원
230-9751
경제과
730-3383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옥답
농지은행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제공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귀농귀촌 및 각종 농업 교육, 지원정보 등 제공

1899-9097

www.returnfarm.com

귀농귀촌 및 각종 농업 교육, 지원정보 등 제공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견학 등 정보 제공
전직창업농, 청년창업농, 귀농, 귀촌 등 교육정보 제공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농업기술, 농자재, 식품, 생활 농
업 정보 제공
농·식품 지식정보 포털
이탈농, 고령농, 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전업농에 임대·매도
전원생활 경험담, 전원주택정보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관광포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044-861-8889
063-238-1800
041-580-5516

www.agriedu.net
http://hrd.rda.go.kr
http://refarm.yonam.ac.kr

063-238-1000

www.nongsaro.go.kr

044-861-8751

www.okdab.com

1577-7770

www.fbo.or.kr

031-408-4080
1577-1417

www.refarm.org
www.welchon.com

02-838-4405

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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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

귀농귀촌 관련
주 상담요원

사단법인 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 설립(2010. 9. 3.)
1) 주소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 (☏043-732-1120)
2) 목적
본회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
농 및 귀촌하기를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 및 정책을 안내하며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옥천군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임원진
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부회장 등으로 구성.

연합
회장

사무
국장

재무
국장

•강강수•
010-6270-2567

•김서헌•
010-7433-7009

•정순점•
010-9052-0300

회원
1) 회원 수 527명 ( 2021년 1월 기준 )
2) 회비
입회비 가구당 10만원(입회 시 납부), 연회비 1만원(연말 납부)
안내/안남면

3) 가입 요건(정회원)
귀농귀촌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전입 신고된 귀농인 및 귀촌인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 및 입회비 납부, 이사회의 승인

이성기
010-4936-0221

군북면
이호진
010-7755-2729

활동
1) 분기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청성/청산면
이원성
010-8922-1438

옥천읍

2)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임근재
010-4032-7640

3) 귀농귀촌인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
4) 귀농귀촌인연합회 연말 정기총회

동이면
장영득
010-7762-0067

군서면
이순억
010-4628-8801

이원면
임덕재
010-402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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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특산물 •
1 포도
캠벨어리가 주품종으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포도는 천혜의 토지와 기후조건으로 착
색이 잘 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시설포도 시험장이
청성면에 위치하며,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용운 마을 포도는 "용운 포도" 또는 "세산 포도"라는 명칭
으로 서울가락동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분은 레스베라트롤, 폴

용암사
“고려 때 조성된 동서삼층석탑과
마애불이 있는 옥천의 천년고찰
용암사. 용암사는 운해의 절경을

옥천
비경을
만/나/다!

라보노이드, 비타민, 유기산, 미네랄 등으로 이는 항암효과,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효과, 당뇨병, 신경
통, 다이어트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용 생가
“잊혀져가는 우리 고향의 정경을
오롯이 그려낸 국민시인 정지용.
그의 시 향수가 그러하듯 초가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일출과 운

간 그의 생가는 그의 삶의 흔적은

해가 어우러진 절경을 카메라에

질박하게 품어놓는다. 생가에서

담으려 많은 사진작가들이 새벽

한 폭의 맑은 수채화처럼 다가오

을 도와 찾는다.”

는 정겨운 시를 기억하며 그의 삶

2 묘목
옥천 묘목은 1930년도부터 재배를 시작하여 70년 전통의 기술 축적으로 우량 묘목을 이원면에서 주
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천 전 지역의 70%가 사질 양토로 묘목 생산의 최적지이며, 국토의 중간에 위
치하여 강우량과 기후 조건이 묘목을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옥천은 내합성이 강한 우량묘목 생산에 중
점을 맞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 흔적을 더듬어보자.”

3 복숭아
옥천 복숭아는 페로몬제(교미교란제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병해충방제로 안전한 복숭아를 생산하고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다양한 복숭아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위장기능 개선효과
가 있으며, 잎 달인 물에 목욕하면 땀띠에 좋습니다. 과육은 대부분이 당분으로 포도당, 과당, 서당으로
되어 있으며 새콤한 맛은 유기산으로 사과산, 구연산이 0.5%, 특히 황도에는 1.0~1.5%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4 잎들깨
잎들깨는 군서면을 시작으로 잎들깨 재배 농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잎들깨는 철분이 시금치의
2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칼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등 영양가
가 높습니다. 엽록소는 식욕부진이나 설사, 변비 등의 위장 장애에 효과가 있으며,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암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릴라알데히드나 리모넨, 페릴케톤 등과 같은 방향성 정유 성분이 들어 있어 독

부소담악

안남면둔주봉한반도지형

장령산 휴양림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무니

“한반도 지형을 축소해놓은 듯 지

“장령산은 힘찬 산세를 자랑하는

마을 앞 호반에 암봉들이 700m

형의 생김새가 한반도 지도 같다

옥천의 명산이다. 서대산 줄기가

가량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

는 강원도 영월 선암마을의 한반

장령산 금천계곡을 만나 급히 세

룬다. 이 암봉들의 파노라마는 우

도지형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

가 잦아들고 장령산 또한 금천계

암 송시열이 소금강이라 예찬했

나 이 지형과 거의 대칭을 이루는

을 정도로 예부터 옥천 제일의 선

한반도 지형이 옥천군 안남면 연

경을 자랑한다.”

주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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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으로 급히 자락을 내린 곳.”

특한 향이 입맛을 돋구어 주므로 잎 채소로 많이 이용됩니다.

❺옻
옥천은 재경부에서 옻 산업특구로 지정할 만큼 옥천 참옻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옻산업특구 활성
화를 위한 <옥천참옻축제>가 옥천 지용문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옻음식경연대회, 옻
칠공예품 전시, 군민장기자랑, 옻가공품 전시, 판매와 옻순 판매, 경매, 옻시식 등이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옻순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옻가공식품 경매를 실시합니다. 또, 옻 구매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무침, 튀김 등 주문요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옥천군은 2005년 옻특구로 지정된 이래 145농가가 188ha규
모로 41만5천 그루의 옻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옻에서 나는 순과 껍질, 진액 등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렸었지만, 이제는 옻된장, 옻물, 옻티백, 옻사료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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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2904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Tel 043-730-3881~3, Fax 043-732-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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