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2월 18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정이품송 자목 100그루 민간분양 100%완료!!
-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正二品松)이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자료문의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신경수(☏540-3351)
담당자 백승연(☏540-3355)
보은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정이품송 자목(子木‧아들나무) 100그루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쟁률 2.2 : 1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0% 완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정이품송 자목은 2014년생으로 키 2∼2.5ｍ, 밑동 지름 6㎝ 이
상이고 유전자 검사를 거쳤다.
군에 따르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58명이 228그루를 분
양 신청했으며 오는 22일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그루씩 분양하기로 했
다.
한 그루당 가격은 110만원으로 군 관계자는 “한 그루당 소요되는 유점자 검사
비용과 종자를 싹틔워 길러낸 비용 등을 따져 가격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이품송 자목을 분양할 떼 유전자 검사 결과에 기초한 인증서를 제공한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

차 때 어가(御駕)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
품’ 벼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보은군은 2008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
2.4㏊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정이품송 자목은 2만여 그
루에 달한다.

□ 보은군, 2021년‘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전개
-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 지난해 18억원 자금 지원!
자료문의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최진원(☏540-3341)
담당자 김항연(☏540-3343)
보은군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사
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대상이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며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 조사료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
위 내에서 구매하면 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등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은군청 축산과(☏540-3343)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호 축산과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금리융자로 지원해 축산농가가 현금
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사료비 부담을 덜어 축
산 경영력 강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으로 18억원을 지원했다.

□ 보은군, 저소득 차상위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장 김일동(☏540-3801)
담당자 정진아(☏540-3804)

보은군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
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만15세이상 69세이하의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문의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센
터 콜센터(☏1350)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