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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주요성과

1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로 지속성장 원동력 확보   

 장성의 미래핵심 가치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 본격화

 첨단3지구 광주연구개발 특구 내(1,980억원, 34,162㎡)

   - 당초 475억원/13,500㎡보다 4배 확대된 규모

   - 2022년 정부예산 부지매입비 등 28억원 확보(토지매입 23, 공사비 5)

 심뇌혈관 특화 연구개발 및 의료산업 육성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청운지하차도 개설공사 
   - 2020~2023, 390억원(군 310, 철도공단 80), 착공(2021.6), 서부권역연결로 도시확장 가속화

 장성하이패스 IC 신설
   - 2020~ 2022, 110억원, (군)접속도로 0.46km 준공(2022.3), (도로공사)고속도로 구간 1.4km(2022.4 착공)

    -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로 지역의 지속 성장 기대 

 동화 JC~장성물류센터 국지도 연결 국가계획 반영
   - 2021~2029, 5.98km, 1,325억원, 원활한 물류기반 조성  

 

질병관리청장 면담(‘21.6.) 국무총리 면담(‘21.11.)

청운지하차도 조감도 장성하이패스 IC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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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덕성행복마을 조감도 고려시멘트 부지 항공전경

첨단3지구 개발 위치도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 개념도

 도시와 전원생활을 품은 명품주거단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남면 덕성리·녹진리 일원 주거단지(2,000세대) 54만㎡ 조성(2013~2027)

 지장송전선로 이설 시행협약(한전),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군-LH)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모델 구상

 장성읍 단광리, 황룡면 월평리 일원 32만㎡(2019~2027)

 개발모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2019.4.~2022.6.)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지원

 362만㎡(진원·남면 일원 251만㎡, 광주 북구·광산구 111만㎡ / 2011~2025) 

 호남권의 교육·R&D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선도적 대응

 K-뉴딜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사업 선정

 2021년 공모사업선정(옐로우시티 장성 스마트성장 프로젝트)

   - 14억원(국비 7, 군비 7), 2021.~2022.

  디지털 트윈국토 DB 구축, 5가지 행정활용모델 개발

   - 드론활용 피해조사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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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확대ㆍ경제 활력 총력으로 군민행복 실현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활력 견인
 전 군민 1인당 10만원(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2021.2.4시행), 46억원(군비100%)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 102억원(국비 80%, 도비 8%, 군비 12%), 40,842명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회관 신축」1개동, 지상2층, 연면적 744㎡(2019~2022, 45억원)

 「가족센터 신축」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58㎡(2019~2023, 102억원)

 「장북 보건지소」개소(2021. 2. 5.)

 안정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확대

 광주·전남 최초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운영(150세대)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백내장 수술비, 보청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효도권,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전손잡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급 확대
   - 결혼 축하금 증액(300→400만원), 전입장려금 지급(1인 10만원, 3,562명)

 청년 자립지원 지원과 정책 참여 확대로 청년이 돌아오는 장성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21.5.), 2040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65명,508백만원)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노인회관 조감도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장북보건지소 개소식(‘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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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LH4차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설치, 주차장 조성

장성호 상품권 교환소 전국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LH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향상
 3차(장성읍 수산리) 150세대 착수(2021~2022, 200억원)

 4차(삼계면 사창리) 150세대 입주완료(2021, 200억원) 

 5차(북이면 사거리)  80세대 시행협약(2021~2023, 155억원)

 교통인프라 구축 확대로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
 공영주차장 조성(3개소(대창동, 황룡 소통광장, 군민회관 옆), 97면)

 문화대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주차장 조성(503면), 도로정비(324m)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공모 선정(304백만원)

 지역상품권 운영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견인
 상품권 전년대비 55억 확대발행
   - 2020년 275억원→2021년 330억원(지류형 240억, 전자형 90억)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1.), 카드형 상품권 발행(‘21.3.)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운영 
   -‘20년 35,951명, 108백만원/‘21년 97,631명, 293백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상사업비 5.5천만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12개사업, 151명)

 일자리센터 성공적 운영으로 전년대비 취업률 증가(2%)
   - 804명, 여성새일센터 평가 우수기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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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화된 지역가치 창출로 장성관광 시대 본격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성공적 건립
 주경기장(5,000석), 보조경기장, 씨름장, 주차장(1,200면) 조성
   - 장성읍 기산리일원, A=76,126㎡, 273억원

 45억원의 예산절감과 역류지역 생태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

 전국 최대규모 장성무궁화 공원 조성

 민관협력 대표사례로 두산그룹과 함께 무궁화 공원조성(9,500㎡)

   - (장성군)기반시설공사, (두산그룹)무궁화 묘목 기부(46종, 11,000주)

 황룡강 명품 은행나무 수국길 조성
 동화면 주민 고충해결을 위해 은행나무 황룡강변으로 이식(69주)

   - 황룡강 상류 황미르교 건너편, 2021년 장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황룡강 은행나무 거리 조성(700㎡) 

   - 은행나무 69주 이식, 목수국 200주, 원예수국 650주 등

 황룡강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다섯가지 주제정원 조성(90억원)을 시작으로 국가정원 지정목표 

   - 2020~2023, 226,719㎡, 황룡정원,푸른물빛정원,홍담정원,청백리정원,검은숲정원,주민참여정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상강환경청) 및 재해영향검토 협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장성무궁화 공원

은행나무 수국길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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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황룡강 꽃길 축령산 하늘숲길 전망대 조감도

장성호 수변길 아미타여래 설법도 & 발원문과 복장낭

 치유와 힐링의 황룡강 꽃길조성

 봄, 가을 안심방역 기간 운영

   - 방역게이트 설치, 자율방역존 설치, 안심스티커 발부 등

 「물과 빛」이 어우러진 황룡강변 문화공간 조성
   -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 힐링교 설치, 미락단지교 정비, 인공폭포 조성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명품 산림 휴양지 축령산 가치 극대화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숲 속 무장애(無障碍) 데크길조성(860m)

   - 2020~2022, 45억원, 목교,평데크, 하늘데크,전망대 등 설치

 산림청「축령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숲속 데크길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및 장성호 스카이 전망대 설치
 장성호 수변백리길 34km

   - 완료 12km, 추진중 0.4km 향후 추진 21.6km

 장성호 생태탐방로 스카이 전망대 설치
   - 2021.5.~2022.3,L=27m, H=13m, 2.2억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명승) 지정

 백양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및 복장유물(보물 제2123호)

 삼남대로 갈재(명승, 북이면 원덕리~정읍시 임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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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도적 미래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미래농업의 전초기지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 

 삼계면 상도리 일대, 연구동 등 20.5ha 규모 조성(2020~2024, 국비 350억원) 

   - 생산유발 755억원, 부가가치 333억원, 고용 276명, 취업 379명 효과 발생 

 농촌진흥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협력 추진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

 농식품 평가 1위, 2022년 상사업비 2억원 확보

 농업인 위주 효율적인 임대사업 추진(88종 823대 보유)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174건), 농기계안전교육(14천명),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축령산 숲배움터」국제인증 획득

 국내 최초 환경교육재단 숲배움터 국제인증(세계 29번째, 아시아 3번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균형발전 우수사업 선정(광주ㆍ전남 유일)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푸드플랜 기반조성 본격화
 군 급식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2021. 4.)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 광주 북구 오룡동, 91억원, 1동 2층 1,378㎡, 2022.5월 준공예정

 농협장성 물류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 장성읍 성산리, 10억원, 2,172㎡, 건립 후 장성군 임대, 2022.3 착공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조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시연

국가균형발전 우수기관상 수상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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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수변길 마켓 황금사과

제37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시설채소 스마트팜 실증현장

 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출하농가 통합관리 체계 구축
 직매장, 상무대 군급식, 학교급식 출하약정 농가 960명 모집(`20년 538, `21년 422) 

 전국 유일 푸드플랜 「농식품부ㆍ지자체ㆍ농협」 상생협력 중점 지자체 선정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
   -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국비확보(64백만원)

   - 수변길마켓(248백만원), 노란꽃장터(79백만원) 전년대비 219% 매출 증가

 신소득 작물 육성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명품 컬러 체리 재배면적 확대 기반 조성(‘20) 5.5ha→‘21) 7.5ha)

 아열대기후 대응 황금과일 생산단지 조성 및 틈새소득작목 육성
   - 황금과일 단지 86.7ha 조성, 코끼리마늘, 지황, 참두릅 등  단지 조성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전남도 한우경진대회 우량한우 종합 챔피언상 수상

 수송아지 기준 경매가 일반송아지 대비 10% 향상(마리당 44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공동방제 조기 실시 및 기간확대로 병해충 피해율 감소(6% 이내)

   - 공동방제 시기 8월중순→7월초, 기간확대 15일간→33일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지원율 확대(80%→85%)

 시설채소 스마트팜 재배면적 확대(15.5ha→17.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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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민을 지키는 안전장성ㆍ열린 군정 실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 조기발견 감염원 사전 차단
   - 백양사 휴게소 선별진료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전수검사

 집단면역체계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율 제고
   - 1차 89.3%, 2차 86.4%, 3차 52.1%(2021.12.31기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다양화
 장성호 수량조정위원회 설치(2021.5.21.)

   - 장성호 수문개방 시기 및 방류량에 관한 사항 심의, 8명(군,농어촌공사등)

 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보장금액 상향
   - 보장범위 3개항목 추가, 보장금액 최대 2천만원 상향

 상습침수 피해지역 재해요인 근본적 해소
 공모사업 선정(3개사업, 899억원)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489억원)

   - 오동소하천 정비사업 선정(350억원)

   -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60억원)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수소·전기자동차 등 119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870대)

 

장성군민회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백양사 휴게소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방역 회의 수해복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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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출범(2021.9.) 골든게이트 건립

제2기 시민정원사 수료식(2021.11.) 으뜸마을 벽화그리기

 미래형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재)장성장학회 3년 연속 민간 기탁금 1억원 돌파
   - 장학생 150명, 156백만원 장학금 전달(전년대비 76%증)

 전라남도 최초 「교육발전 협의회」구성
   - 군, 군의회, 장성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학부모 등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22명)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인터넷소통 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인터넷소통부문 대상 수상
   - 6개 채널 운영, 전년대비 구독자수 6,505명 증가, 소통행정 추진

 장성의 대표 랜드마크 군청사 정문 골든게이트 건립

 도심 속 예술작품으로 안정성 확보 및 경관개선 효과 
   - 출입구 폭 확대(12m), 안내실 공간활용(복층), 미디어파사드(LED) 활용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색채도시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74명), 과수 전정단(108명) 양성
   - 정원조성 6개소, 과수전정단 2021년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옐로우시티 으뜸마을 만들기(46개 마을), 게릴라정원 조성(11개소)

 1상가 1화분 가꾸기, 황룡강변 노랑꽃창포 단지조성(5.2km, 520천본)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20개소, 민간건축물 도장공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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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모ㆍ수상실적

공모 선정 현황

 v 41개 사업 60,419.9백만원 / 국비 29,555, 도비 1,228.2, 군비 28,495.6, 기타 1,141.2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4개 부서 41개 사업 60,419.9 29,555 1228.2 28,495.6 1,141.2

소통정보실
(1)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공모

834 590 - 47 197

총 무 과
(1)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12.5 - 3.8 8.7 -

문화관광과
(1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95 38 11 46 -

생생문화재 사업 65 26 8 31 -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44 22 - 22 -

2022년 생태녹색관광 육성 280 140 - 140 -

2022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 사업 105 52.5 - 52.5 -

2021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48 - 24 24 -

2021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28.6 - 8.6 20 -

2021년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82.5 33 24.75 24.75 -

2021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40 20 - 20 -

2022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22.22 11.112 - 11.112 -

민원봉사과
(1)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1,400 700 - 700 -

안전건설과
(1)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900 24,450 - 24,450 -

경제교통과
(4)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2,183.4 1,182.4 113.6 643.8 243.6

20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 38 - 15.2 22.8 -

2021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207.7 155.8 10.4 41.5 -

2022년도 광역BIS 지원사업 304 91.2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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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산림편백과
(5)

도시산림공원(군민힐링 성산공원) 200 - 100 100 -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00 250 25 225 -

2022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00 50 - 50 -

도시숲조성-명상숲 조성 86 - 43 43 -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 500 - 500 -

도시재생과
(1)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500 450 - 50 -

농업축산과
(2)

2021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다각화사업 (콩 종합처리장)

1,000 400 120 280 200

2021년 소규모들녘경영체육성사업 300 - 60 150 90

원예소득과
(2)

2022년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소득화 시범 사업-패션프루트

200 - 100 100 -

2022년 소비트렌드 변화 맞춤형
과일생산 시범-사과

100 - 50 50 -

농식품유통과
(7)

2021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82 57 - - 25

2021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사업 15 15 - - -

2021 중점관리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8 8 - - -

2022년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사업 417 167 50.1 116.9 83

2022년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30 15 4.5 10.5 -

2022년 농식품 가공분야 공모사업 677 - 338.5 67.7 270.8

지역단위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30 15 4.5 10.5 -

농촌활력과
(1)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70 - 21 35 7

문화시설
사업소

(2)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33 20 - 13 -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137 82 - 55 -

평생교육
센 터

(3)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조성 
운영 사업

200 - 100 100 -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2차) 14 14 - - -

2021년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1 - 1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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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실적

 v 39개 분야수상 / 시상금 48백만원, 상사업비 322백만원

부 서 명 수  상  명  칭 수 여 기 관 인센티브 및 
특전

기 획 실
(2)

민선7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A등급(우수등급) 한국매니페스토
실 천 본 부

국가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소통정보실
(1) 제1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 (사)한국인터넷

소 통 협 회

총 무 과
(3)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전 라 남 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전 라 남 도 (상사업비)3천만원

인사분야 우수시군 평가 장려상 전 라 남 도 50만원

주민복지과
(1) 예방접종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선정 ( 재 ) 한 국 중 앙

자 원 봉 사 센 터 100만원

민원봉사과
(1) 공간정보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전 라 남 도 25만원

재 무 과
(1)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평가 장려상 전 라 남 도 (상사업비)2천만원

안전건설과
(2)

민방위 업무 유공 최우수 기관상 행 정 안 전 부 2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우수상 환 경 부 200만원

미래성장개
발과(1건) 전국 가족센터 공모 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한 국 건 강 가 정

진 흥 원 50만원

경제교통과
(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고 용 노 동 부 (상사업비)5천5백만원

일자리창출 우수 시ㆍ군 평가 장려상 전 라 남 도 500만원

2020 여성새일센터 평가 유공 표창 여 성 가 족 부

산림편백과
(3)

제6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공모전 우수상 전 라 남 도 50만원

숲 가꾸기 우수 사업지 우수상 산 림 청 150만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우수상 전 라 남 도 100만원

도시재생과
(1) 전라남도 옥외광고 업무평가 우수상 전 라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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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수  상  명  칭 수 여 기 관 인샌티브 및 
특전

보 건 소
(5)

제14회 암 예방의 날 유공표창 보 건 복 지 부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 표창 보 건 복 지 부

치매안심센터 민관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 라 남 도 
광 역 치 매 센 터 1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표창 보 건 복 지 부 17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전 라 남 도

농업축산과
(3)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 라 남 도 150만원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 라 남 도 160만원

전라남도 식량원예 업무평가 최우수상 전 라 남 도 200만원

농식품유통과
(3)

로컬푸드 지수 최우수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8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농 협 중 앙 회

농산물 유통ㆍ식품 업무 종합평가 대상 전 라 남 도 (상사업비)1천만원
(포상)100백만원

농촌활력과
(7)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종합대상 전국 1위 농림축산식품부 (상사업비)2억원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 우수상 한국전시산업원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평가 우수상 농 촌 진 흥 청 1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성과 평가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국제 농업박람회 우수 시군 선발 최우수상 농 업 기 술 원 150만원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우수 농업기술센터) 농 촌 진 흥 청 300만원

전라남도 4-H 종합평가 최우수상 농 업 기 술 원 (상사업비)7백만원

맑은물관리
사업소(2)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점검 우수기관 발전상 환 경 부 400만원

일반수도사업 운영, 관리실태 점검 우수기관 발전상 환 경 부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