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귀어귀촌
지원센터

제주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목적 및 기능

목적 및 기능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귀어귀촌 희망인이 어촌의 진입장벽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홍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어촌 지역 정착에 기여

지원 프로그램

위치 및 운영

희망자 DB 구축, 귀어인의 날 행사, 어업·어촌정보 및 주변환경 어업어촌 생활체
험, 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
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대표전화: 064-751-1172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시도별 귀어귀촌지원센터 현황

한눈에 보는

제주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오시는길

귀어귀촌
지원정책

•아라파출소

센터명

연락처/주소

031-250-3053
경기 귀어귀촌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한국농
어촌공사 내

✚
제주대학교
병원

033-640-2894
강원 귀어귀촌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산
학협력관(N10) 302호
041-406-7722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충남
개발공사 1층
063-450-6651
전북 귀어귀촌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23 군산시 수협
내
062-220-0581
전남 귀어귀촌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제일은행빌
딩 10층
054-780-3425
경북 귀어귀촌지원센터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303호

2020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영주고등학교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2차아파트

•
산천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3차아파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우린, 지금, 제주에 살아요!

•제주의료원

세미오름

•
제주국제
대학교

양지공원
•

365번, 360번, 426번, 473번, 475번, 471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하차도보 5분

070-7703-4227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6,삼성생명빌딩 6층
064-751-1171~4
제주 귀어귀촌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제
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제주 귀어귀촌합지원센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213-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2층
TEL. 064.751.1171~4 FAX. 064.751.1176
제주 귀어귀촌합지원센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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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향 단계

이주실행 단계

어촌체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예비귀어인, 교육 수료자 등

●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한 어촌마을 정보 제공

● 도시민 어촌유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어촌의 현실 및 어촌 생활양식 탐색, 귀어·귀촌사례 청취
● 단기 어업활동 체험 및 어업기술(노하우 등) 습득기회 제공

- 귀어·귀촌 전문가, 어업인 단체, 어촌마을 리더, 귀어·귀촌희망인,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
● 귀어·귀촌 전문상담 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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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제주도내 어촌마을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제주도: 어촌마을 빈집 정보, 어촌 일자리 정보 등

제주귀어귀촌지원 관련
운영 프로그램 안내

STEP

제주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STEP

귀어귀촌을 계획하시나요?

- 귀어·귀촌 전반에 대해 귀어 희망인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지원

주요업종별 현장실습
▶ 지원대상: 제주도내 귀어·귀촌한 가족 등
▶ 주요내용
● 제주도내 귀어·귀촌 가족과 어촌마을 리더를 초대 환영행사 개최

- 귀어·귀촌 현황, 애로사항 등 교육 수료생을 지속적 모니터링
- 귀어·귀촌 관련 정보 지속 제공을 통해 관리

귀어귀촌인을 위한 콜센터 운영
- 귀어·귀촌 관련 상참 창구 개설
- 정책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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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준비 단계

STEP

귀어귀촌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STEP

- 귀어·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어·귀촌 교육 전문가 1:1 매칭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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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 단계

귀어귀촌과정 이론교육

귀어귀촌과정 이론교육

▶ 지원대상: 제주도내 귀어·귀촌 희망자 등

▶ 지원대상: 제주도내 귀어인 가족

▶ 교육내용

▶ 교육내용

● 어촌정착에 필요한 내용(어촌의 역사, 성격 등)

● 멘토/멘티 지정(1:1 매칭)을 통해 안정된 어촌정착 지원 컨설팅

● 귀어귀촌 정책안내
● 어촌에 대한 이론교육

귀어인클럽, 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귀어 사례 발표

▶ 지원대상: 제주도내 귀어인

주요업종별 현장실습
▶ 지원대상: 제주도내 귀어·귀촌 희망자 등
▶ 실습과정
● 어선어업반, 양식어업반, 낚시어업반 등 3개과정 편성 운영
● 제주도내 어업인단체, 선도어가, 어촌계 등에서 실습 진행

▶ 주요내용
● 클럽, 학습동아리 등 진행에 필요한 강사/전문가 운영비 지원
● 귀어인봉사단체의 재능기부 활동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