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어·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안산

용인 ▶
북수원IC

현장매칭 프로그램이란?
어업 분야별 전문가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간의 매칭을
통한 체험·체득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부로

경수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2020년 현장매칭 프로그램(상반기)
교육시기 : 2020년 6월중
교육장소 : 화성 전곡항, 백미리, 연천 어촌계 등
교육내용 : 실제적인 체험·체득 중심의 현장 교육
• (어선어업) 어선어업 기본어법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 (맨손어업) 맨손어업의 이해 및 실습
• (내수면양식) 내수면양식의 이해 및 현장체험
모집인원 : 00명
신청방법 : 수신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한참가신청
기타문의 : 이주현 기획팀장 031)250-3053

수원SK아트리움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Tel : 031)250-3053 Fax : 031)271-3667

함께하多,

경기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에 귀어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죠?

경기도 귀어귀촌 현장상담소

※ 하반기 교육일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선감역사박물관
경기창작센터
큰행섬

선감어촌체험마을

선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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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귀어귀촌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함께하多,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귀어·귀촌은 무엇인가요?
어업을 직업으로 갖고 싶은 도시분들이 어
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하
셔서 어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귀어>라고
하며 어촌 외의 지역에서 어촌에 자발적으
로 이주한 분들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가 합쳐져서 귀어·귀촌이라고
하는 거죠!

어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어촌>이란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
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면의 전지
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제 36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
역입니다!

경기도에
귀어할 곳이 있나요?

2020년 경기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추진사업
2020년도 추진사업

서해 바다
• 경기도 시·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 어업종류 : 맨손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 주요품종 : 낙지, 바지락, 꽃게, 주꾸미, 김, 새우 등

01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현장교육상담소 운영
02	경기도 귀어귀촌 실태조사
(DB제작 등)
03 귀어희망자 가이드 매뉴얼 제작
04 귀어귀촌 홈페이지 운영
05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다각적 홍보
06 귀어귀촌 시·군담당자 역량강화교육
07 현장 맞춤형 귀어귀촌 교육
08	귀어귀촌 활성화 국내사례 조사,
학습 및 벤치마킹 등

내수면
• 경기도 시·군 : 파주, 양평,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남양주 등
• 어업종류 : 어선어업, 양식어업
• 주요품종 : 뱀장어, 다슬기, 동자개, 쏘가리 등
기타특징
• 수도권에 위치해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어촌생활
• 수도권과 인접해 수산물 판로에 유리한 입지조건
• 해양레저산업 육성으로 어업활동 외 다양한 여가생활 가능

상담안내
각 분야별
멘토 구축

국가어항(2) 궁평항, 소래포구항
지방어항(5) 전곡항, 제부항, 탄도항, 대명항, 풍도항
정주어항(26)	화성 국화도항 등 8개소, 안산 선감항 등
12개소, 김포 고양항 등 2개소, 시흥 신오이
도항 등 3개소, 평택 권관항 1개소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등

귀어·귀촌
희망자

경기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현장상담소

전문가
멘토

경기도 귀어귀촌 현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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