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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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교육지원 정책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

해 단계별 학습 및 교육훈

련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03. 임시거주지 지원

정책

나주시는 귀농·귀촌 희망자

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

을 배우고 교육한 후 정착

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공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귀농귀촌 기타지

원

이 외에도 나주시는 귀농·
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

지원내용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운영현황

연번 조성년도 주 소 면적(�) 임대료(만원/월) 임대기간

1 2016 왕곡면 본양길 65-9 60.7� 15만원/월 1년

2 2017 공산면 덕음로 516 120.35� 15만원/월 1년

3 2018 동강면 나주서부로 1863 40� 15만원/월 1년

4 2022 공산면 월호길 29-4 28.71� 15만원/월 1년

귀농체험둥지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공간 제공을 통한 정착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원내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만20세 이상인 자 귀농교육 이수자 및 나주시에 귀농·귀촌을 위해 주택 건축중인 가족 우선

운영현황

연번 조성년도 주 소 면적(�) 임대료(만원/월) 임대기간

1 2015 왕곡면 나주서부로 371-13 29� 10만원/월 3개월

2 2015 왕곡면 나주서부로 371-13 40.5� 20만원/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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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atec/returning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house_support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financial_support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edu_support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house_support
http://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etc_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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