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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2014년부터 무료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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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270-8800

｜보건•복지 분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1

* 2014년 13종 백신 지원 → 2015년 14종 백신 지원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5월 시행 예정)

2015년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 · 의원에서도 만 65세 이상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270-8800

노인 독감예방접종 지원 확대2

2015. 10월 시행 예정 (※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보건•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 · 주거 현금 급여가 ‘15년부터

2.3% 인상됩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70-85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3

2015년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2015년 현금급여 지급기준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액

617,281

603,403

13,878

1,051,048

1,027,417

23,631

1,359,688

1,329,118

30,570

3인 가구

1,668,329

1,630,820

37,509

4인 가구

1,976,970

1,932,522

44,448

5인 가구

2,285,610

2,234,223

51,387

6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단위 : 원/월)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7인가구 2,594,251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액

499,288

488,063

11,225

850,140

831,026

19,114

1,099,784

1,075,058

24,726

3인 가구

1,349,428

1,319,089

30,339

4인 가구

1,599,072

1,563,120

35,952

5인 가구

1,848,716

1,807,152

41,564

6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단위 : 원/월)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씩 증가(7인가구 2,098,361원)



저소득층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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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4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70-3615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  행

현  행(4인 기준)구  분

개편 후

생계

주거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최저
생계비

의료

교육

중위소득 28% 수준 중위소득 28%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중위소득 43% 수준

중위소득 40% 수준

중위소득 50% 수준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부양비 부과기준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90만원(413만원) 이상

212만원 이상

212만원 이상

개편안(4인 기준)

470만원 이상

404만원 이상

404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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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70-8266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270-3215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 확대5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6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확대됩니다. 

‘15년부터 월평균소득 65%이하(3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87,731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

‘15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없거나 단절된 경우만 보호했으나,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  행기  준

소  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은 120%)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금융재산

(‘15.1.1부터 적용)

(‘15.1.1부터 적용)

개편안

최저생계비 185%이하

(생계지원도 185%)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

-

* 예외지원 : ① 미혼모(2015. 추가)  ② 새터민 산모(2015. 추가), ③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④ 장애인산모(1~3급), ⑤ 결혼이민 산모 (①~⑤ 소득기준 없이 지원), ⑥ 둘

   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70% 이내)



‘14년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급 등록장애인에게 가사·신변 처리를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5년 6월부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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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7

‘14년까지 2012. 1. 1일 이후 출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 1월부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8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70-3594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70-8814

‘15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시행 

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9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70-3594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4년 대비 3% 인상(2014년 8,550원 → 

2015년 8,81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5. 20 제정, 2015. 11. 21 시행)

*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득기준 및 기준단가는 2015년 상반기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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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36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36

2014년 7월부터 전국 9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10

2015년 3월부터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도 3% 인상될 계획입니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11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보육료 4,000원 중 3,000원 정부 

지원) /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

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     

* 시간제보육 서비스 :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구            분 ‘15년‘14년

(단위:천원)

406

372

357

180

295

118

394

361

347

174

286

115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2015년부터 맞벌이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양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단가가 인상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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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12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283

노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13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70-8605

① 시간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단     가 : 6,000원(2014년 5,500원 → 2015년 6,000원)

   - 이용시간 :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

② 영아종일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하

   - 단     가 : 120만원/월(2014년 110만원 → 2015년 120만원)

   - 이용시간 : 월 200시간 이하

(2015. 1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2015. 4월) 최대 20만 3,600원*(잠정) 지급 예정

*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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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8813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70-880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강화 및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인상 

지원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14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 · 아동 · 장애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15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단가 : (2014년) 월 7만원 → (2015년) 월 10만원 

시 행 일 : 2015. 1. 1.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사업은 시설보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난방 

비를 직접 보조하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 지원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2월(동절기 3개월간)

- 지원규모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5만원 

                 ~ 최소5.4만원(15단계) 차등 지급 



‘14년까지 목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33매(매월 3매, 

6 ~ 8월 2매씩)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해 왔으나,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15년부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8매(매월 2매, 7 ~ 9월 미지급)를 지급하게 

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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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목포시 노인목욕 및 이 · 미용권 지급대상 · 매수 변경16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70-3341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5. 1. 2일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실시 17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70-8802

대상

① 취업준비생 ②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시행일 : 2015.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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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270-8923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270-8701

‘14년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청사, 법령상 지정된 

대형건물, 고속도로 휴게소,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 중이며,

'15.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도 모두 폐지됩니다.

■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운영18

‘14년까지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75세 이상 노인 

이었으나,

‘15년 하반기부터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

■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19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은 적용 제외)

- 2012년 150㎡ → 2014년 100㎡ → 2015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개인부담금

구    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만 70세 이상

1,051천원의 20~30%

1,864천원의 20~30%

만 65~69세(보험미적용)

1,051천원

1,864천원



‘15년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추가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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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20

문의처 : 보건위생과  ☎ 061) 270-8946

‘15년부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영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제한했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제도’ 가 완화됩니다. 

■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21

문의처 : 보건위생과  ☎ 061) 270-8946

신규 음식점이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기간 제한 없이 모범업소 신청 가능 

기존 8개 항목*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 설치여부 추가

* 기존 8개 항목 : ① 접근성 ② 식당건물 내·외부 및 주변 환경·분위기 ③ 서비스

   ④ 음식수준 및 맛·가격 ⑤ 화장실 ⑥ 조리 및 주방 위생시설 ⑦ 남도좋은식단 및

   신 음식문화운동 실천 ⑧ 향토성 및 기타

* 모범업소 지원 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융자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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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보건•복지 분야｜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8464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36

‘14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게만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공동생활가정 내 아동에게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용돈 등을 신규로 지원 

합니다.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복지지원 확대22

‘14년까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운영하였으나,

‘1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http://www.childinfo.go.k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23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 확대

- (2014년) 아동양육시설, 자립생활관

- (2015년) 아동양육시설, 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 지원 확대

- 아동양육시설 : 참고서비 추가 지원

- 공동생활가정 : 6개 사업 신규 지원

주요내용 : 기본현황, 교직원·원아 현황, 교육·보육과정, 원비

* 지원내용 :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 참고서비 

* 지원내용 :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 생활용돈,

   참고서비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이 넓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보육 기반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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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24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54

‘14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대체수단이었던 보육수당 지원제도가 폐지되는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25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36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원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수준 유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강화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 2015년도 50개소

- 지원대상 :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 미인증 시설

- 지원내용 : 평가인증, 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1개소 / 1백만원 / 1회

시 행 일 : 2015. 1. 1.

【 주요내용 】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무•경제 분야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시,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 

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5.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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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세정과  ☎ 061) 270-8453

｜세무•경제 분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개정1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의처 : 회계과  ☎ 061) 270-3271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2

현  행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월세액60%, 500만원까지

개  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10% 세액공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구  분

공제대상

공제방식

공제율,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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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어 담배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 

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한 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됩니다.

■

■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8453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담배 한 갑당 594원 개별소비세 신설3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 ~ 2016년 소득분 

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 

과세)하였으나,

■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4

‘14년(2500원)

950원

641원

321원

354원

-

234원

62%(1550원)

‘15년(4500원)

1182원

1007원

443원

841원

594원(신설)

433원

73.7%(3318원)

담뱃값

출고가 및 유통마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비중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됩니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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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회계과   ☎ 061) 270-3271

｜세무•경제 분야｜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5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6

한도 미적용 의료비

- 현행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추가

공제방식 :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종전 :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개정 :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 납부 

신청 가능

< 적용 사례 >

‘14년 상반기 창업

‘14년 하반기 창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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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많아, 연금 수령 유인이 적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

■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퇴직소득 연금 수령시 세 부담 30% 감소7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8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

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을 공제합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납 입 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세액공제액
(공제율 12%)

연금저축

-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퇴직연금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연금저축

-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200만원

-

-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4만원

84만원

84만원

72만원

48만원



2015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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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세무•경제 분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9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됩니다.

주요내용

■

시행일 : 2015. 1. 1.■

■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자녀장려세제 도입10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부부 총급여액 등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 

총소득기준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

부양자녀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 신청, 결정, 환급의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동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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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15.1.1.~20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됩니다. 

■

■

■

■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11

‘15. 1. 1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 후 양도 시 양도세 감면12

현행 : 10년 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개정 :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시행일 : 2015. 1. 1. 이후 취득 · 양도분부터 적용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35㎡ 이하

(임대 요건) 2015.1.1.~ 20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6가지가 

지방세 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서비스*) 항목에 추가되어, 지방세입금을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30｜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8588

｜세무•경제 분야｜

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13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관세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14

현행 관세법 상 정부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짧은 상황을 개선한 것입니다. 

문의처 : 세정과  ☎ 061) 270-3281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15

추가항목 :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 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간단e납부서비스 :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포털)를 활용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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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세무•경제 분야｜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청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14년까지 청년인턴 5명,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지역기업 만족도와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15년부터 청년인턴을 8명 이상 선발하고, 

사업비도 6400만원(도비50%, 시비50%)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79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확대16

기존 매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취업장려금을, 정규직으로 전환

3개월 후 40%, 1년 후 60%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장기근속을 유도 

합니다. 

< 청년인턴사업 참여자격 및 지원내용 >
  

｜참여자격｜

  - 인턴 :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 희망자

  - 기업

   ① 전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7인까지 채용 가능 

   ②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 ICT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제한없음
  

｜지원내용｜ 1인당 840만원

  - 인턴 : 취업장려금, 6개월간 20만원씩 최대 120만원

  - 기업 : 인건비, 9개월간 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추진절차｜

   참여기업 공모 및 인턴지원 협약체결 → 인턴 선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시 행 일｜2015. 1. 1.



‘15년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기업을 연 2회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유도 

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3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무•경제 분야｜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17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792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참여자격｜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분야

｜인증기준｜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 고용 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 일자리·성장성 평가가 양호한 기업, 정규직 비중이 개선된

   기업 등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자금(기업당 1천만원) 지원

   - 인증서(인증기간 2년) 및 인증패 수여 등

｜시행일｜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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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까지 전남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 

했으나,

‘15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222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운영18

또한,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전용 

신용보증상품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영 >
  

｜추진배경｜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 출연금액/보증규모 : 3억원/30억원(출연금의 10배)

    - 대     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신규 보증에 한함)

    - 보증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포함)

    - 보증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이차보전 2.5%), 

        시설자금 8년이내(3.66% 변동금리)

    -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 보증료율(보증수수료) : 연1% 고정

    - 운용기관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시행기간｜

   2015. 1월 ~ 보증금액 소진시까지



‘15년부터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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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제 분야｜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도입 19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794

당해연도 시군별, 부서별 공공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며, 현재 약60억원의 공공구매 시장을 약 120

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연도별 확대계획 

2015년

80

2016년

95

2017년

110

2018년

120

구  분

목표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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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세무•경제 분야｜

‘15년부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단계별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전남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222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20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중인 전 업종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단,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15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1% 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 연간1억원 이내 2년간 지원(기업 자부담 20% 포함)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전라남도 / 시군

(2015. 1.)

대상기업선정

평가위원회

(2015. 2.)

자부담금 입금

대상기업

(2015. 2.)

협약체결

기업↔해당시군

(2015. 3.)

보조금 지원

도,시군→기업

(2015. 3.)

추진상황관리

시군/합동점검반

(수시/분기)

완료보고

기업→해당시군

(2015.11.~12.)

정산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2015. 12.)

사후관리

도, 시군



‘15년부터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2,1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하고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액 상향 등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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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제 분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21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222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육성자금 (6종)｜

   - 도 자금(3종)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은행협조자금(3종) :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창업 자금, 중소기업 중앙

      회 공제사업기금 지원 자금

｜지원내용｜

   ① 융자 규모 확대 : (2014년)1,550억원→(2015년)2,100억원

    - 도 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 (2014년)400억원→(2015년)600억원

    - 은행 협조 자금: (2014년)1,150억원→(2015년)1,500억원

   ② 도 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14년)3.41%변동금리→(2015년)3%고정금리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014년과 동일(2.5% 고정)

   ③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2014년)10억원(시설8, 운전2) → (2015년)

       12억원(시설10, 운전2)

    - 벤처기업 육성 자금 : (2014년)5억원(시설4, 운전1)→(2015년)10억원

       (시설8, 운전2)

    - 경영 안정 자금 : (2014년)2억원(운전2)→(2015년)3억원(운전3)

    - 소상공인 창업 자금 : (2014년)2억원(운전2)→(2015년)3억원(운전3)

   ④ 이차보전율 상향

    - 경영 안정 자금 : (2014년)2.0~2.5%→(2015년)2.5~3.0%

   ⑤ 상환기간 연장

    - 벤처기업 육성 자금(시설자금) : (2014년)2년거치 3년상환→(2015년)

       3년거치 5년상환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7｜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세무•경제 분야｜

‘14년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원과 은행협조자금 1,150억원 등 총 1,550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방식으로 중소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8222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22

투자절차 : 엔젤투자자 투자 → 매칭투자 신청 → 1차 확인(한국벤처 

투자(주)) → 2차 적격판정(적격판정위원회)

<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
  

｜조성규모｜50억원(중기청 40, 도 10)

｜존속기간｜10년(2015. ~ 2024.)

｜투자대상｜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투자조건 ｜펀드 운영기관에서 추천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관리 및 매칭투자 실행｜한국벤처투자(주)

｜지역관리기관｜전남테크노파크

 * 엔젤투자자 : (주)한국벤처투자에서 적격 파트너로 인정한 엔젤투자자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이앙기, 수확기) 마을공동급식 사업비를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40｜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72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1

‘14년까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 

비를 1일 4만원(자부담 포함)씩 45일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를 5만원(자부담 포함)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기간을 70일로 확대합니다.

■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72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2

(2014년)15일 범위 내 / 마을당 120만원 → (2015년)25일 범위 내/마을당 

200만원

지원기준

-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한 자로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공동급식 희망 마을은 농업관련 부서로 신청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1｜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존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인 

교육이수 의무제도가 없었으나,

‘15년부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72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농어촌 민박 서비스 교육 이수 의무화3

‘14년까지 마을 및 들녘 단위로 단지화·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또는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구입비 등으로 ㏊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도비 20%, 시군비 80%)을 지원 

합니다.

■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4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 가능 작물

지원대상

- 2014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2015년에도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농가

- 신규 단지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단지 및 농가

또한 2015년부터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을 허용하여 

편리한 민박 이용과 함께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행일 : 2015년 하반기 



‘14년까지는 무제초제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업 단지와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로 ㏊당 12만원(도시 10%, 시군비 

90%)을 지원했으나,

‘15년부터는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보조 90% 

(도비 10%, 시군비 80%)와 자부담 10%로 추진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4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농림•해양수산 분야｜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5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14년까지 친환경 실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인증비용을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자부담 20%(보조 80%)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10%(보조 90%)로 완화하여 지원 

합니다. 

■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6

10㏊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만2천원(새끼우렁이 ㎏당 1만원 기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3｜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5년부터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국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전남도 사업비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유기농 직불금 3년 추가 지급7

‘14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원 희망 농가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공급받았으나,

‘15년부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매년 10. 20 ~ 11. 30까지 신청을 받아 초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중순부터 공급합니다.

■

■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8

추진배경

유기농의 경우 직불금(국비) 지급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과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대상

2015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유기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 논 ㏊당 60만원, 밭 ㏊당 120만원)

지원한도 : 농가당 0.1㏊~5㏊

또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급 희망 기간(1년, 3년, 5년) 

만큼 일괄 신청이 가능한 ‘다년일괄신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 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44｜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71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9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421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을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0

지급보험금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개별농가의 과거 평년수확량과 과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곱

-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시장가격의 곱

- 보장률 : 가입자가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60~80% 수준에서 선택

시행일 : 2015. 6.(보험 판매개시)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

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겨울철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2014년 

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5｜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4년에는 농가 등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당 평균 90만원(진흥지역 97, 진흥 

지역 밖 73)을 지급하였으나,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81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인상 및 지급대상 기준완화11

2015년부터 10만원 인상하여 ㏊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 진흥 

지역밖 83)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이었던 지급대상을, 

■

2015년부터는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3381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와 장비를 지원하여 

톤백 수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5년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100동, 톤백 저울 100기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톤백 수매 창고시설 개보수 지원12

창고 개보수 : 16억원(1천6백만원 × 100동)

톤백 저울구입 : 2억원(2백만원 × 100기)



‘15년부터 전남 쌀의 평생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등 타 시도에 전남 쌀 판매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BEST 12’ 및 ‘전남 BEST 10’ 에 선정된 쌀, 시·군 공동 브랜드 쌀, 친환경인증 

쌀을 택배로 판매 시 지원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46｜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548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13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548

‘14. 6. 3일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되어  ‘15. 

6.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5년부터 농업 6차산업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지원하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반드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신규사업 도입14

지원단가 : 1,500원 / 1포대 20㎏

지원방법 : 사업대상 업체에서 택배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군에서 택배 

운송장 등을 확인 후 지급

※ 지원제외 : 광주·전남지역 구입자, 유통업자, 도·소매상인

< 2015년 6차산업화 신규사업>

사 업 량 개소당 총사업비 선정방법사  업  명

6차산업화 지구 조성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 지원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6차산업화 시설 디렉토리 구축

6차산업화 제품 판매플랫폼 구축

6개소(전국)

3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0억원/3년

1억원/1년

3억원/2년

740백만원/1년

100백만원/1년

100백만원/1년

중앙 공모

도 선정

도 선정

도 선정

도 선정

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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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4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11. 12. 31. 이전 축산업 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관련 ‘가금류 방역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지원요건도 완화됩니다.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 - 847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금류 방역시설 지원 확대15

■

2011. 12. 31. 이전 축산업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지원

가설 건축물 보유 축사에 지원 가능

기업농규모 농가도 방역시설 지원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의무사항 완화(HACCP 인증의무, 경영기록부 작성면제)하되 방역시설 구비 

의무화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14년까지 축산물 HACCP 적용의무 작업장(집유장·유가공장)은 7월 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이 적용대상이었으나,

‘15년부터 집유장은 2년간, 유가공장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

■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단계적 확대16

 < 업종별 · 규모별 HACCP 적용 의무화 일정 >

단 계 적 용 시 기 적 용 대 상구 분

※ 전문종돈장, 산지생태축산농가,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예외 지원 가능

집유장

유가

공장

1

2

1

2

3

4

‘15. 1. 1.

‘16. 1. 1.

‘15. 1. 1.

‘16. 1. 1.

‘17. 1. 1.

‘18. 1. 1.

1일 평균 집유량이 75t 이상 150t 미만

1일 평균 집유량이 75t 미만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15년부터 축산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축산물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감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 

하며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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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농림•해양수산 분야｜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소비자 위생감시 요청 제도 도입17

위생감시 요청 소비자 및 기관

같은 피해를 입은 5인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시험·검사기관

예 외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위생감시 신청 절차

- 요청서 제출(식약처, 시·도, 시·군 축산물 위생담당 부서)

- 접수 기관은 14일 내에 대상 영업소 위생감시

- 감시 결과를 요청할 방법으로 요청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시행일 : 201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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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4년 7월부터 업체 소속의 책임 수의사가 수행하던 도축검사를 1일 평균 도축 8만수 

이상 닭·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15년부터 평균도축 5~8만수 미만 닭·오리 도축장에도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며,

‘16년부터는 전체 도축장에 공무원 검사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 - 8472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공무원 검사관 제도 시행18

■

공무원 검사관

- 가축 및 축산물검사를 위하여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임명

닭·오리 도축수수별 시행시기

- 2013년도 1일 평균도축  8만수 초과 : 2014. 7. 1. 부터

- 2013년도 1일 평균도축 5 ~ 8만수 미만 : 2015. 1. 1.부터

- 전체 닭·오리 도축장 적용 : 2016. 1. 1.부터(대상 8개소)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

-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 닭 7원, 오리 10원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14년까지 조사료 재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가 계약하여 경영체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톤당 6만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품질 

등급기준안*에 따라 수분 · 품질 · 중량을 종합 판단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19

* 품질등급기준안 : 초종별 수분함량, 영양성분, 이물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2015년 1월)

* 2015년도는 참여 희망시군에 한해 시범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실시



구 분

‘14년까지 축산업허가제는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부화업 및 소·돼지·닭·오리 4개 

축종 전업농가에 대해 시행했으나,

‘15년부터 준전업농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규 진입농가는 24시간, 사육경력이 3년 

미만인 농가는 12시간, 사육경력이 3년 이상인 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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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농림•해양수산 분야｜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20

2015년도부터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21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

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육단계 : 돼지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관리

- 소비단계 :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가능

시행시기

소

돼지

닭

오리

축종

기업농
(‘13. 시행)

전업농
(‘14. 시행)

준전업농
(‘15. 시행)

소규모
(‘16. 시행)

‘13.2월~‘14.2월

1,200㎡ 초과
(100두 이상)

2,000㎡ 초과
(2천두 이상)

2,500㎡ 초과
(5만수 이상)

2,500㎡ 초과
(1만수 이상)

‘14.2월~‘15.2월 ‘15.2월~‘16.2월 ‘16.2월~‘17.2월

600㎡초과~1,200
(50두 이상)

1,000㎡초과~2,000
(1천두 이상)

1,400㎡초과~2,500
(3만수 이상)

1,300㎡초과~2,500
(5천수 이상)

300㎡초과~600
(30두 이상)

50㎡초과~300
(7두 이상)

50㎡초과~500
(60두 이상)

50㎡초과~950
(1천수 이상)

50㎡초과~800
(160수 이상)

500㎡초과~1,000
(500두 이상)

950㎡초과~1,400
(2만수 이상)

800㎡초과~1,300
(3천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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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4년까지 AI 발생 시 방역대 내(500m, 또는 3㎞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22

■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구제역 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23



‘14년까지 배합사료 판매 업소에서 가격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 수 없었으나,

‘15년 1월부터 배합사료 판매업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당 가격으로 판매장소에 가격표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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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472

｜농림•해양수산 분야｜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24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 6. 4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부과25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 적용 

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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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4년까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1인 1회 1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생산

·운반 지원시설에 집재기와 기계톱만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1인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1억원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산림경영·

관리를 위하여 생산·운반지원 시설에 모노레일까지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기준 완화26

■

지원횟수 폐지 : 1인 1회 1억원 이내 → 1인 1억원 이내

생산·운반 지원시설 확대 : 집재기, 기계톱 등 → 모노레일 추가

시행일 : 2015. 1. 1.

기 간 : (봄철) 2015. 2. 1. ~ 5. 15. (가을철) 2011. 1. ~ 12. 15.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30%, 업무수행능력 70%

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14년까지 산불감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인건비로

1일 42,000원을 지원했으나,

‘15년부터 산불 피해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1일 4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인상27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종묘생산업 등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림용 

종묘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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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농림•해양수산 분야｜

삼림욕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28

원목표고 재배자들에게 표고자목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표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5년부터 표고자목 구입비의 일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29

지원단가 : 3,760원/본 기준으로 사업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지원한도 : 임업인 3천본(1,128만원)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3,008만원) 

이내

등록권자 변경 :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록기준 완화

-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1년 단축

- 임업분야 대학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2년 → 1년

- 임업분야 고등학교 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5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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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생산단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에서 예냉·저장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지원 

하고,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설계 ·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지원 합리화30

지원대상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시설재배 10억원 / 노지재배 5억원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담 40%

면적기준

- 산나물·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이상/개소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이상/개소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이상/개소

지원내용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시설(재배사,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

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이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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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2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2

｜농림•해양수산 분야｜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31

어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32

설치가능 시설 추가 허용(자연환경보전지역 외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자동차 

야영장, 어항편익시설)

수리·건조할 수 있는 적용 대상 선박 확대(24m → 40m 미만 선박)

창고시설 건축대상 확대(농업용 및 수산업용 → 농업용, 수산업용과 선박용)

500t이하, 500㎥이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확대(수산업 → 수산업, 

농어업, 선박시설과 선박용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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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금까지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 

공사법」 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입니다.

■

■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33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8336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8547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됐으나,

식용소금의 원산지 둔갑, 염장수산물과 식염의 원산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 1월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34

ex. (현행)염장미역 - 미역 : 국내산 → (변경)염장미역 - 미역 : 국내산, 천일염 : 국내산



‘14년까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어 해수 

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15년부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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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3

문의처 : 관광과  ☎ 061) 270-3513

｜농림•해양수산 분야｜

해수욕장 수질조사 강화35

‘14년까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만을 육상양식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는 양식어업인의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와 함께 인버터를 

시범공급합니다. 

■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36

조사시기 : 개장 전, 폐장 후 각 1회 / 개장기간 중 격주 1회

인버터시설 설치 지역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해수 이용량이 많은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법인

- 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 이하

- 취수펌프 용량이 250㎾이상인 시설

인버터시설 사업내역

- 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지원비율 : 국비 60%, 시군비 20%, 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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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5. 4월부터 양식용 종묘는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방류용 종묘를 생산·방류하는 방류종묘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37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3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3

방류종묘인증 품종

- (2015년)넙치(시범)→(2016년)넙치·해삼→(2020년)넙치·해삼·참돔

사업대상 : 먼허 또는 허가 어업을 경영중인 자

지원비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 고밀도 부표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지원내용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의 부표

              (친환경부표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고밀도 부표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도 시행합니다. 어업인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고밀도 부표 보급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38



‘14년까지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톤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15. 3.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 5개 업종의 연안어선 상한톤수가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어획강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증톤되는 선복량 

이상의 어선을 추가 매입하거나 폐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톤이 허용됩니다.

■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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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2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1

｜농림•해양수산 분야｜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 조정39

‘15년부터 어선사고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700대와 

자동소화시스템 521대를 어선에 보급합니다.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40

대상업종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대당 100만원, 자동소화시스템은 대당 165만원 

으로 국비 30%, 시비 30%가 지원되며, 어업인이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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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농림•해양수산 분야｜

‘15년부터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시행 

합니다.

■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41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8547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3

검사품목 : 35개 품목 → 36개 품목(김 추가)

검사건수 : 740건 → 760건

검사항목 : 60개(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금지약품, 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 (기존) 1,500만원 → (변경) 3,000만원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등

- (기존) 1,000만원 → (변경) 2,000만원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시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 (기존) 500만원 → (변경) 1,000만원

‘15년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범법자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벌칙 강화42



‘15.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시행되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6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 270-3412

｜농림•해양수산 분야｜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 벌칙 시행43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 

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시•환경•교통 분야



‘14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취수시설로부터 7㎞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불가하였으나,

‘1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64｜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8470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3332

｜도시•환경•교통 분야｜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 입지규제 개선1

유독물 신규사업장 허가제 도입, 장외영향 평가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2

※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유독물 취급관련 영업 인가제도 변경

- 기존 광역시·도지사에게 영업 등록 → 환경부장관에게 영업 허가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으로 알권리 보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신설 및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제 조 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10711

10712

10713

10730

1079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제외)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은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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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와 정화 

책임 한계 설정,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설정 등 토지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지의 지가보다 정화책임비용이 더 큰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화부담이 완화됩니다.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3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3318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정화책임은 스스로 오염 원인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1996.1.5일 이전 토지 양수자에 대한 정화책임 면책 및 소유·점유자의 

경우 토양오염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 없는 경우 면책

정화조치 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해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

토양정화비용 지원신청(정화책임자 → 시장·군수) →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시장·군수) → 비용지원 요청(시장·군수 → 환경부장관) → 비용지원 결 

정(환경부장관) 

후순위자에게 정화명령 등을 발령할 수 있는 경우정화명령의 우선순위(원칙)

①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음

② 선순위자가 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낮거나 자력이 부족

③ 오염조사 등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① 토양오염 직접원인자(행위책임)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시설책임)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시설책임)

④ 토양오염 발생토지 현재 소유·점유자(상태책임)

⑤ 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상태책임)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66｜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8470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3318

｜도시•환경•교통 분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4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합리화5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금지하였으나,

-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지자체 뿐 아니라 농협조합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가능

적용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환경개선 위한 품질·검사 기준 마련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

-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말 등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5,00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등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적용 유예 등 개선대책 마련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7｜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2015년부터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6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8470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61) 270-8560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4년까지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고, 300만㎡ 이상이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15년 7월부터 조성규모(면적)와 폐기물 발생량을 함께 고려하여 발생량이 적으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7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생 폐기물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시간당 증발량 2t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이상인 보일러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모두 해당되며 특히

    도장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자동차 정비업의 샌딩시설도 포함

* 용적 30㎥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150㎥ 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15. 1. 12일부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합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68｜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8674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8674

｜도시•환경•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8

‘15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9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 위해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전파방법 : 인터넷홈페이지(www.airkorea.or.kr) 및 SMS, Anyfax 발송, 

              언론, 방송 등

단계별 조치사항

- 주의보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 경   보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축목표 : 2020년 예상배출량 776백만톤의 30%

적용대상 :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t 이상인 업체나 25,000t 이상인 

              사업장

거래가격 : 1t당 10,000원 내외(초과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초과량 1t당 30,000원 과징금 부과) 예상



* 밀폐구조 : 영업장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피난을 위하여 만든 개구부(창,출입문

   등)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9｜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14년 지반침하(싱크홀)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도로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15년부터 20년 이상 하수관로의 노후·파손 등에 의한 누수, 지반침하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관로는 단계적으로 개보수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

전라남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 지원10

문의처 : 하수과  ☎ 061) 270-3537

문의처 : 안전행정과  ☎ 061) 270-365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단란주점, 유흥 

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 화재발생시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11

정밀진단 조사 : 2개 시·군(목포 24.6㎞, 영광 5.2㎞)

실시일자 : 2015. 3. 1.

적용대상 : 다중이용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시

시 행 일 : 2015. 8. 1.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 

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70｜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도시계획과  ☎ 061) 270-8625

문의처 : 안전행정과  ☎ 061) 270-3651

｜도시•환경•교통 분야｜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횟수 확대12

현재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 · 체육 · 

복지시설을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편익시설 설치 허용13

시행일 : 2014. 12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취약시설물(D, E급) 정기점검 시기 변경(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중급기술자 중 ‘기사’ 자격 삭제)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비디오카메라’ 삭제)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1｜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보호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합니다.

■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14

문의처 : 공원녹지과  ☎ 061) 270-3423

문의처 : 환경보호과  ☎ 061) 270-3332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 

제’ 가 ‘15.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 도입15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방시설 등 재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하여 해제절차 없이도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숲길 조성 허용

- 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허용

-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

-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 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당, 옥암지구 등 신시가지 확장으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인구가 감소 

하고 상권이 위축된 원도심의 도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원도심(목원동 일대)을 대상 

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등 도시재 

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7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도시재생과  ☎ 061) 270-3684

｜도시•환경•교통 분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본격 추진16

대상지역 : 목원동 일원(면적 600,000㎡)

사 업 비 : 201.8억원(국비 100.9, 시비 100.9)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사업내용 : 테마거리 조성, 게스트하우스, 지붕 경관사업, 공가활용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사업구상도 >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3｜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15년부터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시·군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로 통합하여 교통 

약자 이동지원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및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17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270-3328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270-3328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100원 택시’가 본격 운영됩니다.

■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18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요

- 구축기간 : 2014. 11월 ~ 2015. 4월

- 이용대상 : 장애인(1~2급), 64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 운영방법 : 관련 전문기관(사회복지, 장애인법인·단체 등) 위탁 운영

- 서비스 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처리 및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100원 택시’ 개요

- 2015년 사업 대상지 : 11개 시·군(공모사업 선정)

- 운영방법 : 이용권 배부 및 요금 결제

- 이용횟수 :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예산 범위내)

*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영광, 완도군

※ 2016년 희망 시·군 전면 시행



‘15년부터 광주 송정 ~ 목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합니다.
 

호남고속철도가 ‘20년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고 빛가람 혁신도시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등 문화 · 관광 · 경제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74｜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270-3683

｜도시•환경•교통 분야｜

호남고속철도(광주 송정 ~ 목포) 건설19

사업규모 : 사업비 2조 4,731억원, 연장 L=77.6㎞, 설계속도 300㎞/h

주요일정 : 2015. ~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공사착공, 2020년 완공

‘15년부터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8년만에 재개(2007년 공사 중단) 

합니다.

남해안철도가 ‘20년 완공되면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로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남해안권을 “동북아 해양관광·신산업 중심”으로 제2 경제성장축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270-3683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사업 추진20

사업규모 : 사업비 1조 3,083억원, 연장 L=82.5㎞, 설계속도 150㎞/h

주요일정 : 2015년 공사 재개, 2020년까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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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15년부터 신안 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흑산도에 소형공항이 건설되면 도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변도서와 동반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21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270-3683

사업규모 : 활주로(L=1,200m, B=30m) / 사업비 : 1,433억원

주요일정 : 2015년 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2017년 공사 착공, 

              2020년 공항 개항

문의처 : 건축행정과  ☎ 061) 270-3475

‘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등을 검수합니다. 

■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22

검수대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15년부터 소비자(도내 1,270개 단지 285,235세대)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도내 농어민)는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아파트 단지에 개설합니다.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간 나눔장터 

(벼룩시장)도 함께 운영합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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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산업과   ☎ 061) 270-8548

｜도시•환경•교통 분야｜

아파트 단지 내 농수산물 직거래 및 나눔장터 운영23

‘15년부터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합니다.

■

문의처 : 건축행정과  ☎ 061) 270-347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지원24

적용범위

-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 범위,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5년 이내 추가 지원 불가

지원 신청 및 절차

- 관리주체(신청)→시장·군수(우선순위 선정, 타당성 검토)→도지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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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시•환경•교통 분야｜

‘14년까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만 가능 

했으나,
 

‘15년부터는 방문, 우편은 물론이고 인터넷(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 

.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방법 변경25

문의처 : 자동차등록사무소 ☎ 061) 270-8278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3354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 

1.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안전 강화26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 하며, 미확인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관련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 규정하고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와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이에게 운전을 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문화•교육 분야



‘14년까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년부터 야영장을 도, 시 · 군 관광부서에서 종합 관리하고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80｜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의처 : 관광과   ☎ 061) 270-8217

문의처 : 관광과   ☎ 061) 270-8217

｜관광•문화•교육 분야｜

관광사업 종류에 야영장업 신설1

‘14년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15년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되고, 호스텔업은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

관광숙박업과 호스텔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여건 완화2

일반야영장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업

-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1｜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관광•문화•교육 분야｜

‘14년까지 호텔 등급표시를 특 1·2급, 1·2·3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문양, 개수가 달라 방한 외국인에게 혼돈을 초래하였으나,

‘15년부터 호텔 등급 표시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성 체계로 변경됩니다. 

■

또한,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한 등급결정업무를 한국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

호텔 등급표시기준 변경3

문의처 : 관광과   ☎ 061) 270-8217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중금속(비소, 수은, 알루미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탁도기준 강화 : 2.8NTU → 1.5NTU

- 중금속 기준 마련 : 비소 0.05㎎/I이하, 수은 0.007 0.05㎎/I이하,                     

   알루미늄 0.5㎎/I이하

※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에는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함께 사용 가능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위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개선4

문의처 : 체육시설관리과  ☎ 061) 270-8370



‘14년까지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숙박체험 외에 식사체험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15년부터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체험업내에서 숙박체험 외에도 식사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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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70-8566

문의처 : 관광과   ☎ 061) 270-8567

｜관광•문화•교육 분야｜

한옥체험업 식사체험 가능5

‘14년 10월부터 대학생·청년·예술인들의 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공연장의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문화 /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험 운영 

하였습니다.

‘15년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대상으로 문화 /    

예술인패스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

문화 / 예술인패스 시행6

구   분 문 화 할 인 예술인패스

대 상

패스발급

내 용

대학생 및 24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

발급하지 않음
(학생증,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급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청소년 할인율 적용 3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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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관광•문화•교육 분야｜

‘14년까지 도내 전체 학교 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 

했으나,

‘15년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쌀을 유기농 쌀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합니다.  

■

■

학교급식을 유기농 쌀로 공급7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61) 270-3355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61) 270-8127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 

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모든 국 · 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

국·공립학교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실시8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행정 분야



구  분

신 청 인

신청장소

변경 전

청소년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변경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2015년부터 청소년증 발급이 훨씬 쉬워집니다.■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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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민원봉사실  ☎ 061) 270-3248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70-8137

｜일반행정 분야｜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간소화1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2

발급대상 : 만 9 ~ 18세 이하 청소년

용도 : 청소년 신분증명(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 

되고,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됩니다. 

개선사항



구  분

2014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다음연도 2월 말

당해연도 12월 말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3.10일

다음연도 1.20일

세입·세출 사무 완결 기한

다음연도 3월 말

다음연도 2.10일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7｜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일반행정 분야｜

‘14년까지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2015. 1. 1 시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을 폐지 

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3

문의처 : 회계과  ☎ 061) 270-8551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61) 270-342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상근직원 인건 

비, 임차료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 

합니다. 

‘14년까지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출 

가능 하였으나,

‘15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제8조)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되어 12월 말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

■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4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5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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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3359

｜일반행정 분야｜

최저임금액 인상5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6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 

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최대1년)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 

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 → 연간 1,080만원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 270-3359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