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가

보령사랑 첫걸음인거

아시쥬?



전입신고는 보령사랑의 처음입니다.
- 인구 1명이 증가하면 년간 약 94만원의 세수증가와 
   960만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기본조건이자 존재이유입니다.

-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풍요롭고 행복해 집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 전입자2명 이하 20ℓ 20매
                               전입자3명 이상 20ℓ 50매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2명 이하 보령사랑상품권 20,000원
                               전입자 3명 이상 보령사랑상품권 30,000원

•보령시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보령시민이 되시면 혜택을 듬뿍듬뿍 드립니다.

전입기념품

•교통상해 보험료
   -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증서(1년 보장)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으로 10만원이내 실비 지급

교통상해 보험료
ㆍ

자동차 이전 등록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50% 할인체육시설 이용할인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 할인문화예술회관 관람할인

전입
혜택



보령시민이 되시면 혜택을 듬뿍듬뿍 드립니다.

●보령시 전 가구 최소 8,845원 지원(최대 27,300원 지원)
   ※ 기업은 최소 250,000원~최대 580,000원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시민안전보험), 최대500만원(자전거보험)
   안전보험을 들어드립니다.
   ※ 치료비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보령시민이라면 전기요금도 감면!!

늘 보령시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문의처 : 지역경제과 에너지산업팀 ☎ 930-3741

문의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 930-3264



아이하나 더 낳고
행복X곱하기!
 보령시가

함께 키웁니다.



아이하나 더 낳고 행복X곱하기! 보령시가 함께 키웁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930-3629

●첫째아 1백, 둘째아 3백, 셋째아 5백, 넷째아 1천5백, 다섯째아 이상 3천만원을 드려요
   ※ 년 1회 출생달에 지급합니다.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기타
양육지원금

문의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930-3634
           경로복지팀                       ☎ 930-3615

●아동수당 : 만7세미만 아동(19. 9월 이후부터) 매월 10만원
●행복키움수당 : 생후 0~24개월 매월 10만원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 아동 1명당 300만원(1회 지급)



아이하나 더 낳고 행복X곱하기! 보령시가 함께 키웁니다.

●분만 후 건강보험 미적용 기간의 연장 입원비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 930-6862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입원)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돌보미
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까지 출산가정 방문 후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 지원
●동반자녀 돌봄비 지원: 1인 / 일 / 5,000원

문의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930-3634
           경로복지팀                       ☎ 930-3615

산후조리원



아이하나 더 낳고 행복X곱하기! 보령시가 함께 키웁니다.

●전 학생 학습교구재 지원 
   보령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연2회 새 학기에 맞춰 학습 준비물 학교로 지원
    (초등학생 3만원, 중고등학생 5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학기 교복(동·하복비) 학교로 지원(1인 30만원 내외)
    ※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

●무상급식
   보령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1일 1식/연190일(사립유치원 220일) 무상 급식

문의처 :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 930-3313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 ☎ 930-7631

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3무 정책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임신부에게 연 1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다자녀 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문의처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930-3147

다둥이 가정에 기쁨을 더합니다.



다자녀(2자녀)이상 지원혜택
지 원 내 용 지 원 혜 택  

다자녀 가정ㆍ임신부 바우처 카드 연 10만원(가구당 1명) 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월 8,000원 감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50%감면(전통시장 포함, 가구당 1차량)

문예회관 관람료 다자녀 가정 50% 감면

박물관 관람료 무료
보령머드박물관 사용료 전액면제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전액면제

체육시설 사용료(볼링장, 스쿼시장 등) 부모 및 자녀 50% 감면

국민체육센터 부모 및 자녀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자녀:부모 및 자녀 50% 감면
3자녀이상: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

성주산 휴양림 주차료 다자녀 가정 전액 면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사용료 부모 및 자녀 50% 감면



특별할인업체 모집

문의처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930-3147

보령시 「가족사랑의 날」 할인업체 알림

●연중!  
   매주 금요일 가족단위 고객에게 요금 할인서비스를(5~10% 또는
   업체 자율) 제공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영화, 스포츠 업종 등을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 
「가족사랑의 날」에 가족 단위 고객에게 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명단을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족사랑의 날 할인업체 명단 최대 15%
~

5% 할인

업 소 명 할인율 업 소 명 할인율 업 소 명 할인율 업 소 명 할인율

고구려수제본갈비 10% 박고집 숯불구이 10% 의령소바 대천점 10% 토프랜드 5%

남해마을 5% 반빗간 10% 장수촌식당 10% 두발카페 10%

너와나 5% 발해수제갈비 10% 장가네태양한우곰탕 5% 플로라커피 5%

농어민후계자 횟집 5% 배다리두부촌 10% 정원 5% 꼼빠도르제과점 10%

대지한우정육식당 5% ㈜본래순대 보령점 10% 천북친환경식당 10% 청라은행한과 10%

대천추어탕 5% 사보텐 보령점 10% 초복식당 8% 호호리네 15%

더외식 5% 서부식당 10% 춘식당 7% 제일청과 5%

더킹회조개구이 10% 소담돈까스 5% 치킨플러스 동대점 10% 골프아카데미 터틀 10%

도부리감자탕 5% 숙이네 10% 오가네국밥 10% 대천패러글라이딩 10%

두두리삼겹살 7% 어랑어랑 5% 바다와어부 5% 서해볼링장 10%

라라코스트 5% 오서산가든 5% 목포회조개구이 10% 우미장한방오리전문점 5%

멕시카나치킨 대천점 10% 우돈숯불촌 5% 무창포사계절먹거리장터 10% 유진식당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