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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장려금 지원

기 준 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기 준 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 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내　　용 : 1인 기준 10만원(장흥사랑상품권) / 동일인에게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처 :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4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대　　상 (둘중 하나 해당시 요건 충족)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양육가정으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내　　용

(무료입장) 정남진전망대, 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
(할 인)
정남진시네마 관람료 : 1,000원 할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 30% 할인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숙소)시설사용료 : 30% 할인
(단, 성수기 제외, 2회 한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4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대　　상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내　　용 : 지역 주요 관광지 투어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처 :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전입청년 희망 주거비

대　　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만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자

내용 : 월세 지원 또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입지원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life_welfare
/www/life_welfare/population_plan
/www/life_welfare/population_plan/info
/www/life_welfare/population_plan/info/Moving_in


내용 : 월세 지원 또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구분 확정일자 ~ 2년 3년~4년 5년 까지

지원금/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4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

대　　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전입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
내용 : 전입유공 인센티브 지원

구분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1명 당(3명이상) 5만원

기관등

3명이상 ~ 5명 미만 30만원

5명이상 ~ 10명 미만 50만원

10명이상 ~ 20명 미만 100만원

20명이상 ~ 30명 미만 200만원

30명이상 ~ 50명 미만 300만원

50명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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