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장성비전2020발전계획(2008~2020)의 만료에 따라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전략 재설정

 저출산·고령화, 재난대응 관심 제고, 바이오농업화, 신산업 중심으로의 경제 재편, 친환경 교통체제 등 변화 대응

 정치·경제·문화·교통 측면에서 보다 다양해진 변수를 반영한 지속 가능 발전계획 수립

1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전략 재설정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 농업경쟁력 약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수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통한 의료기기·바이오·정밀 광학부품·의료용 레이저 등 첨단산업 육성

 컬러푸르트 육성,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푸드플랜 사업 등 농촌·농업 경쟁력 강화 세부전략 수립

2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경쟁력 약화 등 환경변화 대응

 주민들의 행정참여 욕구 확대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체제 구축 필요

 장성군 정책 이슈 해결과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민관협치와 부서협업을 기반으로 한 융합행정 활성화 필요

4 군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치 기반 자치행정 활성화

 노령인구 증가, 복지수요 증가, 사회안전 경각심 증대로 복지·안전 서비스 요구 증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확대 반영

 질병 및 범죄 증가 등에 대응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3 교육∙안전∙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요구 부응



구분 세부내용







연구 수행 방법



•목적 :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연구 효율성 향상

•인원 : 외부 전문가 10명(장성군 추천 전문가 포함)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재정 등

•역할 : 현장조사, 과제개발, 정책 자문, 전략사업 개발

•회의 : 자문회의 3회 이상, 현장조사 2회, 온라인 자문

전문가위원회 운영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주민·공무원 의견수렴

1. 주민설문조사
•목적 : 장성군 미래발전 비전, 목표, 전략사업 발굴

•대상 : 장성군 거주 주민 및 지역 리더 1,000명

•방법 : RDD에 의한 자동응답 조사

2. FGI 조사
•목적 : 설문조사로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의 요구 파악

•대상 : 지역리더 10명×2회

•방법 : 주요 이슈에 대한 자유토론

•내용 : 장성군에 대한 인식, 발전비전, 정책과제 의견수렴

3. 부서별 공무원 인터뷰
•목적 : 쟁점사항에 대한 현실적 대안 및 세부내용 검증

•대상 : 장성군 주요부서 공무원

•방법 : 부서 방문 통한 집단 인터뷰 또는 1:1 인터뷰

4. 정책 공청회
•목적 : 지역 이슈 파악, 주민 희망사업 의견 수렴 등

•대상 : 주민·사회단체·직능단체·문화관광 종사자 등

•내용 : 용역 설명 → 이슈 파악 → 희망사업 청취 및 Q&A



전문가 현장조사

구분 내용

•장성호관광지

•황룡강생태공원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고려시멘트 부지



보고회 개최

구분 내용

•

•

•

• 착수보고 : 보고회 형식

• 중간보고 : 토론회 형식

• 최종보고 : 공청회 형식

•

•

•

 용역보고 후 주민 대토론 및 최종결론 반영 발표

 최종보고 후 주민의견 토대로 수정 후 인쇄



수행내용
2020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준비

연구수행 조직 구성

전문가자문단·주민참여연구단 구성

환경
분석

국내외 동향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이슈 파악 및 주요용역 검토

미래전망 분석

현황
분석

지역여건 분석

상위계획 및 기존사업 분석

분석종합(SWOT 분석)

발전
전략
수립

전문가자문회의

주민참여연구단 회의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

세부
사업
구상

정책과제와 주요사업 도출

공무원 인터뷰 및 정책간담회

세부추진사업 설계

추진
전략
수립

공동체 활성화·협치계획

발전지표·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모·재원조달계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보고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용역 일정 전반에 영향

 계약, 업무협의 이후 3월13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50일간의 추진일정의 정체

 착수보고회 이후 용역추진일정의 공백 상쇄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 필요

 기존 연구수행일정 중 요식에 준하는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구활동 시기 주요내용

기술협상 및 현장답사 2020.3.4 장성역,복합터미널,황룡시장,고려시멘트,장성호,필암서원,홍길동테마파크 현장답사

계약 및 착수 2020.3.9

1차 업무협의 2020.3.13 일정계획 협의(착수보고회, 부서별 인터뷰, 장성군 상주계획 등)

부서별 인터뷰 계획 수립 2020.3.16

코로나19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기
착수보고회 일정 수립 2020.4.7~9

착수보고회 일정 수립 2020.4.29

장성군 상주계획 수립 2020.5.6~19

착수보고회 2020.5.7 확정



수행내용
2020

5 6 7 8 9 10 11 12

현황
분석

장성군 부서별 인터뷰

주요시설 현장조사

발전전략
수립

지역전문가·주민 인터뷰

ARS 설문조사(지역주민)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주민참여연구단 회의

세부사업
구상

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

정책과제와 주요사업 도출

도출사업에 대한 부서별 인터뷰

세부추진사업 설계

추진전략
수립

공동체 활성화·협치계획 수립

발전지표·중장기로드맵 수립

공모·재원조달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보고서 제출 및 사업종료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산림편백과, 
교통정책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문화시설사업소
등장성군의미래발전을위한주요업무추진부서중심운영

 지역전문가와의인터뷰, 지역주민인터뷰를통해현안발굴시상시적
인부서별인터뷰를위해1층회의실을업무공간으로활용예정

 장성군민누구나인터뷰대상자사될수있도록다양한계층에대한인
터뷰수행예정

 내외부환경에대한대응방안을위해장성군관내전문가외에도군청, 
단체, 주민의추천을통해외부의전문가의의견수렴

 인터뷰의질적, 양적강화를위해일정에따라상주인력보강

 장성군관내현안및현황에대한이해도제고를위해주민과공직자가
제시하는주요시설에대한현장조사를병행

 현실반영, 실현가능한정책제시를위해주요업무계획, 이슈검색등다
양한접근을통한현장조사수행

 주요관광지별외부방문객의의견수렴을위해관광거점별현장조사

 살아있는현장의목소리반영을위해주제별현장방문

수행내용
2020.05

3주차(5.11~15) 4주차(5.18~22) 5주차(5.25~29)

장성군 부서별 인터뷰

주요시설 현장조사

지역전문가·주민 인터뷰



환경분석



시대 변화 추세

• 장소(지역) →사람(주민) 중심
• 인프라 중심 외형성장 →주민 행복, 삶의 질 향상
• 단일 행정단위 중심 → 복수 지자체 간 협력 확대

지역개발
관점변화



정치·경제적 환경

 고령화 경향 심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 위한 데이터 기반 농축산업 구조고도화 전략계획 수립

 교육·문화 확충 통한 청년층 유입으로 세대융합 미래농업 발전 추구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첨단산업·농업 상생 기반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생활공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생태계 조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전략 수립

 남북관계(신북방정책)  교착국면돌입

 한국과일본, 미국과중국간 무역갈등장기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인한일자리및소득양극화심화

 복지국가를위한포용과혁신을강조하며정책적 쇄신모색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요양· 돌봄등통합서비스제공예산증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창출등예산확대

 농업노동력부족및고령화문제해결, 식품안전성추구

 기후변화대응을위한다양한농축어업기술및정책개발

 프리미엄간편식시장확장,쌀소비량감소및채소·육류소비량증가

 농림축산물수입증가증가 (’98년) 63억달러 → (’18년) 353억 달
러

 정부는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20% 확대

 탄소경제에서수소경제로전환,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발표



사회·기술적 환경

 2018년국내합계출산율0.977명

 2030년초고령사회진입예상, 노인복지비용부담증가

 미혼및1인가구증가로가족형태변화 예상

 글로벌이민취업및외국인과 결혼증가등으로다문화사회본격화

 정책결정및실행과정에주민참여확대

 세대·남녀·계층간갈등및양극화심화

 사물인터넷, 만물인터넷확산으로생활·생산여건의획기적변화

 ICT 신기술이산업·사회·문화혁신촉진

 공간정보활용무인자동차, 무인항공, 무인운송기술발달

 무인기술발달로지능형도시및자율제어시스템활용확대

 미세먼지, 자원순환등도시환경문제에대한주민관심증가

 환경친화적혁신기술개발을통한환경문제해결및창업활성화

 마을공동체-노인복지-청년창업 연계 장성형 창업혁신 허브마을 조성
 지역사회 돌봄에 기초한 도농상생 복지·경제공동체 운영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환경농업 발전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발굴
 농업·농촌 이해촉진과 학생·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목적의 생명·교육농업 벨트 구축
 노동자의 주거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확대를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인구 : 2018년 기준 46,900명(외국인 1,105명 포함)

남성 23,906명, 여성 22,994명으로 유사한 수준

최대 장성읍(13,733명), 최소 북일면(1,530명)

•세대 : 2018년 기준 22,095세대

2013년부터 매년 100세대 내외 증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10세대 증가

•연령 : 40대 이상 인구 66.1%, 평균연령 49.4세

60대 이상 36.0%. 4050세대 30.1%

2030세대 18.9%, 청소년 이하 15.0%

인구

•증가율 : 2013년 이후 큰 변동 없는 추세

2013년 대비 2017년 181명 감소

2014년부터 외국인 비율 증가(2017년 현재 2.5%)

•순이동 : 전입인구(16.8명)와 전출인구(17명)

전입인구 : 2017년 5,894명 → 2018년 6,113명

전출인구 : 2017년 5,711명 → 2018년 6,251명

•정책개발 방향 :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출인구 최소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

외국인의 점진적 증가에 대비한 사회통합정책 강화

출처 : e지방지표, 2019 장성군 사회지표

장성군 인구변화 추이

출처 : 장성군 2019 통계연보

구분 한국인 외국인 총 인원수

2013년 46,292 1,138 47,430

2014년 46,273 1,085 47,358

2015년 46,360 1,096 47,456

2016년 46,104 1,114 47,218

2017년 46,111 1,148 47,259

2018년 45,795 1,105 46,900

장성군 전입 및 전출

6,452

6,260

5,692

5,894

6,113

6,411

6,137
5,883

5,711

6,25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입 전출

41

123

-191

183

-138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성군 순이동 추이



•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세대공감 시설 확충 필요

•노인인구·홀몸노인가구 전남평균 상회

노인인구 비율 28%(전남 평균 22.3%)

홀몸노인가구 16.8%(전남 평균 13.5%)

전체 1인 가구 29.6%(전남 평균 31.9%)

•노후대비 부족 군민 과반 육박(2019년 사회조사)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군민’ 44.1%

 ‘노후를 자녀에 의탁하는 군민’ 10.6% 

•정책개발 방향 : 

홀몸노인가구를 위한 노인복지 공동주거공간 확대

1인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유주택단지 보급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인센티브 지급

학생-청년-노인 연계 창업혁신 허브마을 육성

복지·보건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

인구 10만명당 28.8명(2016년)→35.1명(2018년)

•의료기관 병상수 감소·의사수 증가

1천명당 병상 : 2016년 20.26개→2018년 15.09개

1천명당 의사 : 2016년 1.43명→2018년 1.70명

•정책개발 방향 : 

정부지원 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유치

노인 자살율 Zero 목표 지역사회-도시민 연계 돌봄

장성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공공의료기관의 질병예방시스템(기능의학) 강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2016년 29.9 2016년 16.9 2016년 27.21

2017년 30.1 2017년 16.8 2017년 27.77

2018년 29.6 2018년 16.8 2018년 28.25

홀몸노인가구비율 (%)1인가구비율 (%) 고령인구비율 (%)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18) 출처 : 그림으로 본 장성군 사회지표(2019), 통계청 e-지방지표(2018)

2016년 2017년 2018년

음주율(%) 56.8 41.6 61.1

고위험음주율(%) 15.10 13.90 20.20

인구십만명당 자살률(명) 28.4 32.8 35.1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개) 20.26 15.74 15.09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의사수(명) 1.43 1.60 1.70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기관 40개, 대학 부재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7개, 고교 4개

•평생학습기관 부족

평생학습센터 1개 유일

•학생수 감소 추세

유치원 원아수 : (’17) 580명→ (’19) 489명

초등학생수 : (’17) 1,928명→ (’19) 1,907명

교원1인당 학생수 : (’17) 9.10명→(’19) 8.21명

•정책개발 방향 : 

농업혁신을 위한 장성형 미네르바스쿨 도입

학교시설·공간의 평생학습, 어린이집 등 타용도 활용

문화예술학교, 공립형대안학교 등 특화교육기관 설립

혁신교육

•도서관 확대에 따른 이용자 및 예산 증가

도서관수 : 2012년 1개 → 2017년 4개

좌석수 : 2012년 1,240석 → 2017년 1,476석

자료수 : 2012년 153,006권 → 2017년 284,194권

이용자 : 2012년 280,984명 → 2017년 386,843명

예산 : 2012년 897백만원 → 2017년 1,354백만원

•사회조사 결과 독서량 부족 군민 71.4%

독서량 부족 이유 : ‘습관이 들지 않아서’

•정책개발 방향 : 

독서공동체 지원 통한 군민들의 공공도서관 활용 유도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 활용 민간 북카페 육성

팹랩도서관 등 창업연계형 도서관 육성으로 창업 활성화

연도 연도 연도

2017년 9.10 2017년 580 2017년 1,928

2018년 8.44 2018년 506 2018년 1,946

2019년 8.21 2019년 489 2019년 1,907

교원1인당 학생수(명) 유치원 원아수(명) 초등학교 학생수(명)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19)

독서여부및독서량

자신의독서량이
부족하다생각

71.4%

독서량이부족한주된이유

「습관이들지않아서」

출처 : 그림으로 본 장성군 사회지표(2019), 장성투데이(사진)



•다양한 문화·체육·공원 보유

문화 : 군민회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홍길동테마파크

체육 : 공설운동장(1), 게이트볼장(12), 족구장(1), 배구장(1), 

풋살장(2), 축구장(1), 테니스장(1), 골프장(2), 실내수영장(1)

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평림댐

장미공원, 황룡강 생태공원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 황룡강, 백양사(내장산국립공원)

홍길동테마파크, 방장산휴양림,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순

•군민 선호 문화·예술·체육 활동

영화감상, 자연문화재탐방, 스포츠레저활동 순

군민 행복도 : 10점 만점에 평균 6.6점

•정책개발 방향 : 

기술개발 통한 문화·체육·공원시설 활용도 향상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거점별 복지영화관 운영

문화관광

출처 : 2018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삶에대한만족도

행복한정도

평균
6.6점

문화·예술·체육
활동참여여부

스포츠및레저

영화감상

공연관람

미술전시회관람

자연·문화재탐방

38.7%

45.2%

19.8%

13.2%

40.0%

출처 : 그림으로 본 장성군 사회지표(2019)

순위 관광지 내국인 외국인 방문객 합계(명)

1 황룡강 노란꽃잔치 1,000,000 0 1,000,000

2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 712,238 0 712,238

3 내장산국립공원(남창계곡) 185,162 0 185,162

4 홍길동 테마파크 99,964 0 99,964

5 방장산휴양림 77,609 0 77,609

6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57,406 0 57,406

7 필암서원 15,343 0 15,343

장성군 관광지 입장객 정보



•장성군 GRDP는 2016년 기준 약 1조 6685억원

2014년 최저 성장 이후 2015년 2.1% 성장, 2016년

9.9%로 매년 증가 추세, 전라남도 내 10위

•사업체는 2018년 기준 3,519개로 증가 추세

2,931개(2013년)→3,519개(2018년)

도소매업 854개로 최다

제조 618, 숙박·음식점 613, 운수 330, 건설 198개 순

•산업체별 업체수, 비중 순위

도소매업(854개, 24.27%) > 제조업(618개, 17.56%) > 

숙박·음식점(613개, 17.42%) 순

산업 종사자수는 제조업 6,035명으로 최다, 도·소매

2,161, 건설 1,517, 숙박·음식 1,415명 순

동화·동화전자·삼계·나노산단 등 4개 산업단지 보유

•2020년 '4섹터 지원방식'으로 일자리 2,000개 창출 예정

1섹터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 2섹터 맞춤형 직업교육

3섹터 일자리 구인·구직센터, 4섹터 일자리 지원 홍보단

•정책개발 방향 : 

4개 산단을 폐기물 없는 친환경 생태공생단지로 조성

공동체-창업 연계형 내재적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전략

경제·일자리

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수(개) 2,913 3,117 3,184 3,265 3,347 3,519

종사자수(명) 15,729 16,040 16,590 16,700 17,848 18,494

장성군 연도별 사업체수 추이

구분 제조업 도매·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종사자수(명) 6,035 2,161 1,517 1,415 1,556

장성군 2018년 주요 산업체별 종사자 수 현황

출처 : 장성종합 통계연보 2019

구분 2014 2015 2016

규모 1,487,436 1,518,447 1,688,572

전년대비 990 31,011 150,125

증감율 △0.06% △2.1% △9.9%

장성군 GRDP (단위: 백만원, %)



•자동차 증가, 교통사고 감소

등록 자동차 : 23,628대(2015년)→25,440대(2017년)

승용차 : 15,064대(2015년)→16,494대(2017년)

1인당 자동차 : 0.53대(2015년)→0.55대(2017년) 

천대당 교통사고 : ’16년 8.13건→’18년 7.32건

•주차면적 지속적 확대

주차장수 : ’15년 798개 →’17년 834개

노상 13개, 노외 28개, 부설 793개

•주차공간 확대 정책 지속 추진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 밀착형 주차환경 조성

서부권 주기장 건립으로 도로환경 개선

•정책개발 방향 : 

2028년 비행차,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미래교통 대비

장성읍내 보행중심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주차 수요 탄력 대응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고려한 생태주차장 조성

도시공간 빅데이터 활용, 학교주차장 외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수요 감소 대비 주차장 복합화 전면 개선

도시·교통

•고속열차(KTX) 호남선 장성역 재정차

일 2회(왕복) 정차, 하루 평균 이용객 70여명으로 집계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장성읍과 황룡강변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IC 추가 설치

•100원 행복택시 운영으로 오지마을주민 교통편의 제공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초·중학생까지 확대·운영

•장성읍 교통 인프라 부족

도심 구간이 매우 길지만 2개에 불과한 관통도로

청운고가교는 노후화 돼 10년 내 철거 필요

•정책개발 방향 :

장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연계교통망 정비

장성읍 교통편의 위한 청운 지하차도 건설 우선 추진

전남 북부(영광, 담양, 곡성) 연계 투어버스 운영

친환경 미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지역 2016 2017 2018 지역 2016 2017 2018

전남 0.50 0.52 0.55 전남지역 8.55 8.46 8.25

장성군 0.53 0.55 0.58 장성군 8.13 8.45 7.32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대)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건)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19)



주거·환경

출처 : 전라남도기본통계, 장성종합 통계연보(2019)

출처 : 그림으로 본 장성군 사회지표(2019), 군정 주요업무계획(2019)

미세먼지대응정책

공사장비산먼지억제

불만족 14.7%

만족 20.1%
단독

주택

단독_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보급률

(%)

15,456 277 3,933 487 69 1,152 95.5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사업장

비산

먼지

실내

공기질
오수

가축

분뇨

391 60 50 45 55 40 21 30 9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별 현황

환경문제에대한인식

대기오염
37.5%

우선적으로대응이필요

쓰레기투기
22.3%



•장성군 지역안전지수는 범죄지수 외 전남 평균보다 양호

전남 : 교통 5등급, 화재·생활안전·감염병 4등급

장성 : 교통 3등급, 화재·생활안전·감염병 2등급

•교통사고건수 전남평균 보다 낮지만 화재 및 자살률 상회

자동차 1천대당 사고 : 전남 8.25건, 장성 7.32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 전남 14건,  장성19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 전남 28.0명, 장성 35.1명

•재난안전 종합대책 운영 및 전 군민 안전보험 시행

재난안전종합계획을 통해 재난안전훈련·안전점검의날·

안전홍보관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주민 46,900명 대상 자연·사회재난, 스쿨존 부상에 대한

보험 시행으로 안전복지 정책 실시

•정책개발 방향 : 

주민-창업기업 연계 리빙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장비 보급 확대 및 비상출구 디자인 개선

전 군민 안전보험 정책 지속 운영 및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안전

출처 :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18)

구분 유형 세부사항 2017년 2018년

교통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8.46 8.25

화재 인구 만명당 화재발생건수(건) 15.62 13.99

자살률 인구10만명당 자살율(명) 25.10 28.00

교통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8.45 7.32

화재 인구 만명당 화재발생건수(건) 21.90 19.00

자살률 인구10만명당 자살율(명) 32.80 35.10

전남 및  장성군 사고건수(2017-2018)

전남

장성군

•자살 및 범죄 감축 시스템 운영

정신건강 복지센터, 숙박업소 대상 ‘생명사랑지킴이’

관제CCTV·인력 확대·어린이보호구역·마을방범시스템

등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보강

•정책개발 방향 : 

노인존, 스쿨존의 건강안전지대화 교육부 시범사업 추진

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층의 지역안전돌봄 강화

구분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전남 5 4 1 3 4 3 4

장성군 3 2 3 3 2 3 2

2018년 전남 및 장성군 지역안전등급



주요업무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디자인담당관



옐로우시티

•주민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으로 희망 넘치는 도농복합도시

노란색은 ‘황제의 색’으로 BEST 최고-장성 건설의지

오방색의 중심인 황색은 Center 호남의 중심-장성 상징

황룡강수호자 황룡 모티브 Renaissance 탄생-장성 상징

부의 상징인 황색을 통해 Wealth 부자도시-장성 희망

•장성 고유 브랜드 창출

 ‘옐로우시티’, ‘황미르’ 특허 출원, 마스터플랜 저작권 등록

대한민국 최초 색 마케팅으로 관광자원화

 빈센트의 봄, 노란꽃잔치로 경관조성 및 읍 중심상권 활성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장성읍 옐로우시티 마스터플랜



재정여건과 국가재정운용방향

경제 전망 :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수출증가세가 지

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단,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

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국가재정운용 방향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한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보강

•지출구조 혁신·세입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투자 확대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강화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심화·확대

중앙·지방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재정진단

장성군 세입·세출전망

세입전망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25.7% 상승 전망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7% 감소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45.8% 증가

이전재원은 7.9% 상승 전망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2% 상승

조정교부금 16.7% 상승, 보조금 3.2% 상승

세출전망

•인건비 인상 및 일반보전금 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 예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복무요원·기타 보상금 등

•민간이전 증가, 자본지출 감소

민간위탁금 전년 대비 12.3% 증가

사회복지사업보조 전년 대비 17.9%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 대비 7.9% 감소

※ 장성군 2020년 본예산 기준



중기 세입·세출전망

이전수입 및 보전수입 등의 세입 증가폭 높을 전망

•행복마을·공공주택·임대주택 입주 예상

•입주 시 주민세 및 재산세 추가세입 기대

경상지출 증가 전망
•2019년~2023년 경상지출 연평균 증가율 4.3%

•동 기간 사업수요 연평균 증가율 1.6%에 비해 높은 편

재정진단

부문별 투자계획

•임대주택 건립 및 공공주택사업 시행

제3·4차 LH 임대주택, 5차 공공주택사업

•주거환경 조성 및 인프라 개선

덕성·녹진리 인근 덕성행복마을 조성

•자연친화적 관광인프라 구축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 장성호 수변 백리길 개통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및 둘레길 조성

축령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및 하늘숲길 조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하이패스 IC 설치, 청운지하차도 개설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및 체계적 공원관리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장성군 연도별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중앙정부 정책방향: 재생에너지Ⅰ맞춤형사회보장Ⅰ생활문화실현

분야 국정과제

•창업·혁신·문화·복지가 있는 산업단지 혁신 2.0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국정전략 다수



중앙정부 정책방향 : 상생사회Ⅰ생태가치제고Ⅰ기후위기 대응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중앙정부 정책방향 : 생활SOC·지역투자협약 등 공모전략 수립



국토 및 호남권 관련 계획: 미래 생명산업 육성 Ⅰ스마트건강도시

전라남도 추진 방향 및 과제

•블루 이코노미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한전공대 중심 산학연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물·의약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해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축 육성

 남해안 광역관광권 개발 통한 다핵적 국토균형발전 도모

•미래 생명산업 육성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동북아 중심지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지역개발· 인재육성

 지역 접근성 개선 위한 교통연계망 구축

 친환경생태자원과첨단ICT결합미래형스마트건강도시조성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전라남도 계획 : 강한 농촌 건설Ⅰ녹색 문화관광 특화Ⅰ지역경제활성화

비전 및 목표

•비전 : 동북아의 물류·관광 미래산업 선도지역

•기본목표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발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글로벌 발전 거점 및 광역교통망 확충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 조성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자연환경의 효율적 이용

 자연친화형 정주여건 조성 및 복지수준 향상

장성군 발전방향

•비전 : 숲과 물, 인간이 함께하는 Greentopia 장성

•기본목표

 광주시 중추 기능, 과학기술, 서비스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환경·교육·복지여건 개선하여 고품격 전원주거지역 개발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건강식품 등 웰빙 복합농업 육성

 관광, 휴양, 여가, 스포츠 등 웰빙 레저·관광산업 육성

•발전방향

 녹색 문화 관광 창출 : 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장성호~축

령산 종합개발, 전략적 관광 홍보

 강한 농촌 건설 : 지역향토작목 개발 소득화, 복합농업과 유

통구조 현대화, 선도 영농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체계 구축, 재래시

장·상가 활력화, 생산적인 교통망 확충

 품격 높은 정주기반 조성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전원주거타운 조성



장성군 계획 : 기후대응 환경거버넌스Ⅰ수질관리 지표 설정

•환경비전 : 인간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 옐로우시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아 갈 수 있는 청정한 환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환경
오염관리
•개발, 보전, 개선, 
이용등유기적
연계및통합관리

•청정자역및생
태자원관리및
보전강화
•자연과사람이
공존하는친환
경인프라구축

•군민,행정,기업이
함께만들어가는
환경거버넌스
•환경행정및재정
안정성
•환경관리체계의
선진화

•자연생태, 토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 총 9개분야
의 부문별 계획 수립



상위·장성군계획 종합 : 제조업 혁신Ⅰ환경+경제+도시Ⅰ광역협력

상위계획 비전 발전방향 장성군 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

모두를 위한국토, 
함께누리는삶터

•미래형 신산업육성및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생명산업육성및살고싶은정주여건 조성

•동북아 중심지인프라구축및혁신적지역개발· 인재육성

• 4차산업과 연계한제조업 혁신

•광역교통 수준에맞은휴양·주거단지 개발

•산업·문화관광 자원발굴및활용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북아의 물류·관광
미래산업 선도지역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글로벌 발전거점및광역교통망 확충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조성

•자원의 체계적개발과 자연환경의 효율적 이용

•자연친화형 정주여건 조성및복지수준 향상

•대도시 인접과자연환경 활용한발전전략 수립

•환경+경제 +도시미래성장전략 수립

•지역브랜드 확보를 위한농업의6차산업화

•읍·면소재지 정비, 재생, 중심기능강화

•자연자원 보전및친환경적 이용발전전략 수립

•숙박, 음식, 쇼핑 플랫폼구축

장성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인간과 자연시살아
숨쉬는청정
옐로우시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오염관리

•개발, 보전, 개선, 이용등유기적 연계및통합관리

•청정자역 및생태자원 관리및보전강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인프라 구축

•스마트 복합농업과 유통구조 현대화

•첨단산업 육성과물류체계 구축

•도시연계전원주거타운 조성

•지역연계발전계획 수립



선진사례 조사 : 소통행정Ⅰ지역경제활성화
사례지역 주요내용 검토대상사업

독일

바헤닝헨 푸드밸리

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식네트워크 개방을 통한식품중소기업 육성

•농업에특화된대학설립및연구기관 육성

•시제품 아이디어 개발및아이디어의 신기술화

독일

리히텐베르크 시청

주민참여 활성화위한

참여예산제 운영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소통을 통한주민자치활동가 양성

•장성군의회와 참여예산위원의 소통강화

룩셈부르크

배커리히 마을

대체에너지 수익창출로

복지사업 투자

•지속가능 친환경창조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개발

•바이오 메탄가스 발전시스템 보급

•공공시설 지붕분양태양광투자자 모집

•태양광 전기거래촉진에너지은행 설립

네덜란드

에크호에브 농장

치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전략

•동물·원예치료 목적의헬스-팜보급

•치유농업 활성화를위한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일본

시즈오카

로컬푸드 활성화및

차별화된 특산물마케팅

•로컬푸드 판매망구축확대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및장성맛집개발

•장성군 특산물, 향토음식 소믈리에 양성

프랑스

낭트

문화산업 협동조합육성및

정기공연 활성화

•문화산업 협동조합에 의한정기적공연제공

•인근지자체공연연계위한협동조합 결성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10917&ctg=1213&ei=QERPVf-vBMmk8AXc34GIAw&bvm=bv.92885102,d.dGc&psig=AFQjCNGRJPZ7IISgr7KRTW21PREyWEESxg&ust=143134457295382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10917&ctg=1213&ei=QERPVf-vBMmk8AXc34GIAw&bvm=bv.92885102,d.dGc&psig=AFQjCNGRJPZ7IISgr7KRTW21PREyWEESxg&ust=143134457295382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hostelsclub.com/article-kr-3105.html&ei=XkhPVa6UMorm8gX0vIG4Bw&bvm=bv.92885102,d.dGc&psig=AFQjCNEtEYeIF1kaQYoH2GImeDZ-pRlmhA&ust=143134562635448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hostelsclub.com/article-kr-3105.html&ei=XkhPVa6UMorm8gX0vIG4Bw&bvm=bv.92885102,d.dGc&psig=AFQjCNEtEYeIF1kaQYoH2GImeDZ-pRlmhA&ust=1431345626354481


장성군 장기발전 이슈 도출

 산림·문화·역사자원 활용 건강 테마 스마트 문화관광 활성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기후대응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세대창업 허브마을 육성
 도시개발 도시재생의 특화 디자인 도입을 통한 이색적인 농촌경관 창출
 미래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과 기술인프라 구축 통한 산업경제+환경+도시 융합 발전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기반 복지 확대 및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S W

O T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양호하며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 보유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정주생활기반 및 생활중심기능 약화

지역특화 농업·산업 육성 및
새로운 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기존 마을의 중심지 기능 약화와
지자체간 경쟁 강화



중장기발전계획(안)



미래비전 개발

‘젊음이 만드는 건강한 장성’

제시방향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농업·유통·관광 등 활성화 추진

•인근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조

•군민 중심 문화·관광·공동체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전

제시이유

•청년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조성

•장성군의 대표 이미지인 ‘건강’과 ‘친환경’이미지 병행

기대효과

•장성군 미래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브랜딩



비전체계도

발전
전략

정책
분야

(19개)

핵심
전략
사업

(44개)

첨단의료와
건강식품기반
치유산업도시

•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

• 첨단산업 선도
‘나노산업단지 ’
구축

• 첨단3지구
의료·바이오 산단
조성

• 치유목적 체류형
6차산업 육성

• 곤충 이용
미래식품산업
육성

• 탄소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전남 제일의 명품
전통시장 조성

미래
비전 ‘젊음이 만드는 건강한 장성’

젊은농업인이
찾아오는

생명농업도시

•친환경농업
•농촌활성화
•지역균형발전

• 연어프로젝트
확대 운영

• 거촌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 영농 스타트업
타운 조성

• 강소농 중심
소셜영농 육성

• 공립종합학교
설립

• 마을공동체 강화
사회적경제 육성

• 컬러푸드 활성화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역사문화기반
체류형

휴양관광도시

•체류형관광
•문화예술
•도시디자인

• 서원 등
지역문화가치
보전

• 생활SOC기반
문화활성화

• 황룡강 지역관광
특화사업

• 축령산
휴양·치유벨트
조성

• 축제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육성

• 친수공간 기반
관광명소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친환경미래도시

•도로교통
•보행자거리
•환경안전

• 보행자 중심
청운지하차도
조성

• 에너지 제로 덕성
행복마을 조성

• 고려시멘트부지
친환경주택단지
조성

• 도시재생활성화지
역 마을호텔 조성

•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단
운영

• 1인가구 공공주택
보급

한발먼저
이웃이돌보는
건강행복도시

•사회복지
•보건의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장성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

•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시스템

• 백세시대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추진

인구증가
대응을위한
창의교육도시

•혁신교육
•평생교육
•스포츠마케팅

•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

• 항일독립전쟁사
탐방단 지원

• 취업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정원에서 공부
‘초등학교
교실혁명’

• 공설운동장 활용
스포츠마케팅

• 생활밀착
건강활동 지원

민관협치
행정혁신기반

스마트협치도시

•참여자치
•행정혁신

• 주민주도
주민참여 플랫폼
강화

• 융복합사업
협업행정강화

• 주민 참여
지속가능발전
성과평가

• 스마트 안심
첨단영농 행정

• 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모임
육성

• 주민 주도 상향식
거버넌스 강화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복지
보건

농업
농촌
개발

지역
개발
건설

교육
체육

“젊은 농업인이 찾아오는 생명농업도시”“첨단 의료와 건강식품 기반 치유산업도시”

“역사문화 기반 체류형 휴양관광도시 ”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한발 먼저 이웃이 돌보는 건강행복도시 ” “인구증가 대응을 위한 창의교육도시”

행정
소통

“민관협치 행정혁신 기반 스마트협치도시 ”



발전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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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현황

여건분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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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현황

여건분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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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장성군현황

여건분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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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분석

추진 방향

장성군현황

여건분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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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현황

추진방향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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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현황

추진방향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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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도비사업 유치 전략

•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로 건립하는사업으로 연간10조원지원예정

• 2020년사업신청을 위해용역착수 직후사업계획 수립

생활밀착형SOC사업 유치



공모사업 종합관리방안 수립

• 공모사업 정보입수및공유

• 대응매뉴얼 마련

• 관리및평가시스템 마련

공모사업 추진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 타당성 검증체계 마련

• 공모사업 참여여부결정위한사전검토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검토

평가영역 중분류

현실적 타당성
(40점)

사업성격

사업 시급성

사업 적합성

타 사업 연계성

경제적 효과성
(40점)

재원 부담률

경제적 비용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원조달방안

상징성 등 (20점) 국가 및 지역계획 부합성

<참고 :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신청 자체기준>



공모사업 종합관리방안 수립

• 국·도비확보전담부서역량강화

• 공모사업 거버넌스구축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공모사업 접수 및 처리철자

<예시 : 광명시 공모사업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
부서

(전부서)

공모사업
접수

(공유)

사업
부서

공모자료
공유

(알림방게시)

결재선확인
(국장결재)

사업응모
결정

(미응모)

사업
부서

추진현황
보고

(매월5일)

기획예산과

사업총괄
보고

및 평가

기획예산과

우수공무원
포상

• 장성군내부망에 ‘공모사업알림방’개설

• 부서책임강화

• 평가·개선시스템운영



민간자본 투자 유치

장점 단점

구분 내용



사회성과보상사업 검토



부록 : 분야별전략사업(안)



융복합 기술 선도 ‘나노산업단지’ 구축

추진배경

•나노산업단지는 전국최초 나노산단으로 R&D 및 산업 인

프라·교통 등 입지여건 우수하여 100여 개 기업 입주

•레이저·나노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존재, 첨단3지구와 인

접하여 발전 잠재력 풍부

사업목적

•국립심혈관지원센터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

발과 연계, 융복합 기술 선도지구로 육성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문 연구·기술 인력 유입 촉진

주요내용

•사업위치 : 남면 삼태리, 진원면 산동리 일원

•사업규모 : 분양면적 902천㎡(27만평)

산업 482천㎡, 주거 29천㎡, 녹지 106천㎡ 등

•첨단기술기업 지원 확대

입주기업지원센터 통한 원스톱 행정지원 강화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연계, 

첨단기술 기업 육성

농민과 제조기업 연계, 고부가 생물자원 제품개발 지원

산업·경제

•첨단3지구 연계 융복합 기술 선도지구 육성

첨단3지구와 통합 발전 모색, IT·BT·NT 등 신기술의

융복합 기술 선도지구로 육성

광주연구개발특구 R&D 인프라 연계, R&D 네트워킹

지원 및 기술창업 지원

•노동자 주거복지·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덕성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 개발

주거단지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문화 인프라 확충

거주지-산단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확대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공공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첨단3지구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AI집적화, 의료용 생체소재 부품산업 등 광주연구개발특

구의 첨단3지구로 조성계획 수립

•장성군은 국립심혈관지원센터 유치 추진 중으로 이와 연계

한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

사업목적

•국립심혈관지원센터 건립 등 의료·바이오 R&D 인프라 조

성을 통해 장성군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장성의 풍부한 생물자원·치유인프라, 나노산업단지에 집

적된 기업인프라와 연계하여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주요내용

•위치 : 진원면, 남면 삼태리 일원

•규모 : 380만㎡(장성군 270, 광주광역시 110)

•의료·바이오 R&D 인프라 조성

국립심혈관지원센터 유치

전남대의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심

혈관스텐트연구소 등 R&D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의료기기, 바이오, 정밀 광학부품, 의료기기 등 국립심

혈관지원센터 연관 분야 R&D 인프라 조성

산업·경제

•첨단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적극적 기업 유치 통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술창업 지원체계 마련

연구개발 중심 도농 복합도시의 거점 구축

•치유 결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

치유인프라 연계, 치료·치유 결합된 헬스케어 산업 육성

 축령산 편백힐링 특구와 연계, 치료·치유 결합

 곤충, 반려동물 활용한 치유농장 조성

곤충, 식물 등 생물자원 활용한 바이오 산업과 연계

국제적 헬스케어 관광지 조성으로 해외 환자 유치



기술혁신형 청년창업 및 세대창업 지원

추진배경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창

업 유도 정책 실시

•대내·외 경기침체 해결 및 4차산업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

경쟁력 확보 필요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혁신적 아이디어 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 추진

•창업 이후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주요내용

•기술혁신형 청년기업 창업 지원

우수 아이템 및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창업기업 선정

나노산단, 첨단3지구 입주 및 단지내 시설 이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인프라 연계

전문 기술인력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초기 사업자금 바우처 형태 지급 추진 및 전담매니저를

통한 사업화 과정 집중 관리

 선행기술조사, 기술로드맵, 시장진출전략 수립 등 기술

혁신활동 지원

산업·경제

•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규모 : 장성군 내 중소기업 10개소

 사업기간 : 2020년~2030년

 추진주체 : 장성군, 전남테크노파크

 사업예산 : 5천만원(군비 100%)

사업내용 :

 장성군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발굴

 장성군 스타기업 성장전략 컨설팅 수행

 기업성장전략수립 및 R&D기획 수립 지원

 전라남도 내 지역스타기업 협력기반 네트워크 지원

• 청년·중년·노인 창업허브 구축

청년·노인 세대창업 플랫폼 운영

광주까지 포괄하는 창업허브 ‘이노베이션 장성’ 추진

산업경제 및 일자리 분야 민관협의체 활성화



치유목적형 체류형 6차산업 육성

추진배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2015년 802개에서 2018

년 1,522개로 매년 급증하는 등 6차산업 활성화

•장성은 약용작물 등 생물자원, 나노산단 등 연구·제조 인

프라, 축령산 등 치유관광 자원 풍부, 6차산업 육성에 유리

사업목적

•6차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첨단산업·농업

상생 기반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집중적인 인증사업자 육성으로 현재 13개에서 전남 1위인

담양(26개) 수준으로 확대

주요내용

•장성미래농업대학 6차산업 농업인 육성

장성미래농업대학 학과 개설시 6차산업 관련 과목 개설

교육과정에 6차산업 창업 동아리 통한 실습 기회 제공

졸업생 후속 프로그램으로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육성

6차산업 인증 사업자 네트워크 구성

 정보교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산업·경제

•첨단산업·농업상생 기반 6차산업 네트워크 운영

나노바이오연구센터·농산물가공센터 연계, 기능성 농산

물 가공상품 개발, 약용작물·곤충식품 레시피 개발

의료·바이오 산업과 축령산 치유숲 등 치유 관광자원,

치유농장 등 농촌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을 통한 6차산업 육성

 마을공동체-노인복지-청년창업 연계 장성형 창업혁신
허브마을 조성



곤충 이용 미래식품산업 육성

추진배경

•미래식량자원으로 곤충 가치 부각, 곤충식품 개발 활발

사료효율 소보다 10배, 온실가스 배출 돼지의 1/10

•장성군은 교육 및 치유농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서곤

충 체험 상품 개발 중

사업목적

•곤충산업을 청년창업 및 귀농인 맞춤형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문인력의 귀농·귀촌 촉진

•의료산업육성 사업과 연계, 건강기능성 상품 개발·곤충체

험 활용한 6차산업 육성

주요내용

•곤충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센터 내 곤충산업 지원체계 구축

곤충사육·가공·사업화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시행

판로 개발·홍보 마케팅 지원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

• ‘장성곤충’ 공동 캐릭터·브랜드 개발

곤충잠업연구소와 협력체계 구축, 기능성 식품·영양 식

품 등 경쟁력 있는 가공 상품 개발

산업·경제

관내 곤충사육 농가 공동 브랜드 개발, 곤충상품 캐릭터

개발 통해 곤충산업 활성화

장성곤충산업협동조합 결성 통해 경쟁력 강화

•곤충체험시설 등 곤충 활용 6차산업 육성

체험형 곤충농장 육성 위한 콘텐츠, 마케팅 개발 지원

곤충치유농장 조성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식품·의료 등으로 곤충 산업 기반 확대



수소시대 대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추진배경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

너지 신산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증대

•전남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입지, 적극적

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시행

사업목적

•장기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으로 관내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기업 유치·스타트업 및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시장 확대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광주에너지밸리 등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

태양광 부품·설치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군의 적극 지원 통한 관내 시장 확대

 관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 위한 폐기물 활용기업 유치

스타트업·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수소차·수소충전소·수소연료발전 등 수소생태계 조성

산업·경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위한 스마트팜·스마트산단 조성

소비가 생산으로 전환되는 생활공간 에너지 자립 전략

4개 산단 및 첨단3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산단 구축

 산업단지 또는 산업군을 청정생산체제로 전환

 A공장 폐기물이 B공장 원자재로 활용되는 폐기물 선순환
시스템 구축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태양광, 지열, 시설원예 내 폐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가축분뇨,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보급

에너지자립형 주택 조성

 신규 주거단지 조성, 대창지구 등 도시 재생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시행시 에너지자립형 주택 조성



전남 제일 명품 전통시장 조성

추진배경

•황룡시장,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등 전통시장은 경쟁력 약

화, 경제침체 등으로 상권 침체

•장성군은 최근 2년간 35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

책 시행했지만 상권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사업목적

•상인역량 강화, 시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주민공동체와 소

통 등으로 상권 활성화

•체험형 명품시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주요내용

•전통시장 지원체계 구축

사업위치 : 황룡시장,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활용

상인대학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상인회 및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정기적·지속적 상인회 교육 및 멘토단 운영

상품진열 및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제공

산업·경제

•상인회·주민공동체 소통 강화

정기적 상인회·주민 간담회 통해 주민 요구사항 수용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시 할인 제공

시장 내 쉼터 조성, 신용카드 등 소비자 편의 도모

•체험형 명품시장 운영

축령산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축제, 공연 등 볼거리·즐길거리 확대

전통시장 요리 체험·강좌 운영

어린이 장보기 프로그램 운영

전통 5일장 스토리텔링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돌아오는 장성 위한 연어프로젝트 확대

추진배경

•인구 5만 회복 프로젝트인 ‘연어프로젝트’는 인구정책 중

심 사업으로 장성군의 부자농촌 구축을 기반조성에는 한계

사업목적

•기존 인구증가 프로젝트와 청년 영농인 양성을 더해 청년

중심의 인구증가 도모

사업내용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농촌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귀농·귀촌 마을 조성

공무원연금공단과 MOU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은 폐교, 빈집 등 농촌의 유휴자원을 활용
공직은퇴자의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중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장성군 거주희망자를 모집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군내 빈집을 정비하여 귀촌 독려

농업 희망 은퇴자는 과원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

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제도를 활용한 토지 제공

공직자 은퇴자와 다문화가정을 1:1로 연계 공동체 활동

참여, 다양한 고민해결 등 지원

농업·농촌개발

•멘토멘티매칭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 거주 청년층의 다양한 직간접 체험 및 고민상담

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멘토멘티매칭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 내 청년층의 니즈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멘토-멘티 소통 매뉴얼 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교육·문화 확충 통한 젊은층 유입으로 세대융합 미래농

업 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준공

고령화 경향 심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농축산

업 구조고도화 전략계획 수립

특산물 활용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공공장 설립

곶감을 활용한 배곶감차 생산공장 준공

 사업위치 : 북하면

 사업주체 : 장성백양곶감영농조합

삼채를 활용한 가공공장 준공

 사업위치 : 삼서면

 사업주체 : 삼채협동조합

연계사업 : 농림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사례조사 : 강원도 횡성군 금나루누룽지공장



거촌(居村)농업인 영농지원과 첨단산업 연계

추진배경

•귀농, 귀촌은 농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농촌에서 살

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청년농업인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나 실제 수혜자는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외지 청년층 진입장벽 높음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첨단산업·농업 상생 기반의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목적

•농업희망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강소농을 활용한 영농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내용

•연작장해 방지 위한 영농 다양화 지원

연작장해 사전교육 통한 농산물 생산량의 안정성 확보

휴경을 통한 연작장해 예방

 과원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이용 농업인 중심 운영

 농지의 황폐화 방지, 지력의 회복을 위해 휴경을 권고

 휴경 참여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개별적 지원이 필요

농림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연계

농업·농촌개발

•영농프랜차이즈 시범사업 추진

프랜차이즈 방식을 적용, 영농스타트업 실패사례 축소

영농프랜차이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농산물 특화

지역별 강소농이 영농스타트업 대상자에 노하우 전수

 노하우 제공 강소농은 영농스타트업의 생산물에 대한 판
매금 일부를 로열티로 회수

영농법인, 영농사업체(종사회사, 농약회사 등)와 연계한

민간투자 유치로 사업자금 확보



강소농 중심 소셜영농 지원

추진배경

•장성군은 2019년 강소농 대전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

하며 강소농 육성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장성군 자율모임체 농사덕분 중심 소셜영농 지원 확대

사업목적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안정적인 창업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촌활성화 지원으로 농업인의 역량강

화와 수익의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특성화된 품목조직 대상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연구모인 육성 및 지원

품목별 자발적 연구모임 구성 시 세미나, 기술교육, 전

문화과정에 대한 지원

 유통네트워크 구성 및 유통과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앙단위 연구모임, 기술지원반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인근 지자체, 시·도와 연계 품목별 지역모임 참여지원

 농촌진흥청,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 활용

농업·농촌개발

태양광 연계 영농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배경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별 전입인

구에 대한 ‘텃세’가 여전히 존재

•청년, 은퇴자 등 외부전입인구가 마음껏 농업,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농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필요

사업목적

•귀농·귀촌 인구증가와 함께 신규 전입인구의 생존과 적응

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장성군 행복한 영농마을 조성

사업위치 :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사업규모 : 50개 가구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에너지

소비가 아닌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발전소 보급

농업·농촌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 유

투브, SNS를 통해 프로젝트 공유 및 크라우드펀딩 조성

생활공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도시 전략수립



공립형 대안학교 또는 공립종합학교 설립

추진배경

•학교밖 청소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7년 반등 후 다시 증가 양상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적으로도 인적자

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초래

사업목적

•민간주도 대안학교의 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립종합학교 설립 학업중단 청소년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공립종합학교 설립

초중학력 인정, 고졸 검정고시 지원 가능한 학교 설립

학교 밖 청소년 외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원

교육청과 연계, 지자체별 평생학습 기관을 활용한 학력

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의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으로 직업

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 실시

사회적경제 연계 마을교육으로 지역리더 양성 병행

농업·농촌개발

•지역특성 반영한 전문교육 병행 사업

추진목적 : 공립종합학교의 교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안전교육, 주민역량강화 등 다양한 전문교육 병행

 (농어업)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수협, 해수부 등) 연계

전문교육(사고안전, 관련 기계 조작 및 면허취득 등)

 (지역특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고령자 대상 보건복지교육 등

 (일상안전) 심폐소생술, 화재 및 재난 안전, 전염병·식

품위생·계절별 안전교육 등

 (전문가양성) 수요조사로 맞춤형 자격취득 전문가 양성

 (일자리) 코딩, 창업지원, 일자리 교육

•자매결연 도시 연계 지역 간 교환교육 추진

인접 지자체, 자매결연 도시 연계 공립종합학교 간 교환

교육 추진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도모

지역별 공립종합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교환학생제도 운영으로 교육이수자의 역량 강화 도모



청년창업 연계형 장성형 창업허브마을 육성

추진배경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투입

2017년 현재 완공 1186개 중 681개 시설의 비정상화

2018년 농림부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 계획 발

표(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사업목적

•농촌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강화로 사회적경제 육성

•마을공동체-노인복지-청년창업 연계 장성형 창업혁신 허

브마을 조성

사업내용

•장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장성군은 2017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 미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통한 중간지원조직 기반 구축

2020년 현재 장성군내 13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농업·농촌개발

농산물 가공·판매가 대부분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체질개

선 위해 공공·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주민모임 지원

독서토론, 주민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간 협력, 협의를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 마을 공유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공동체의 자립 지원

충남 옥천군 안남면 배바우마을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

업 추진 당시 안남면 전체 단합을 위해 사업 확대 운영

지역 내 주민공동체의 결속 강화를 통한 장성 군민 전체

의 결속 강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장성군

관내 유사사업 추진 마을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각 사업주체(추진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등) 간 지속적인 협의 지원

네트워크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검증

네트워크협의회 안건이 사업에 반영될 경우 이를 지속

적으로 보고하고 주민의 주체적인 의견 반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및 평가 강화

추진배경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 증가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 

농어민공익수당을 위한 사업시행 지침 배포

사업목적

•영농규모나 수확량과 상관없이 농가의 일정 소득보전으로

위축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으로 사업추진의

신뢰확보와 사각지대 발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치여부를 위해 서면·현지조사 병행

 공익수당 수령 시 복지급여 지원금 감액 여부 점검

사후관리를 통한 공익수당의 투명성 제고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로 ‘깡’ 등 부정 적발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의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전라남도와 각 시군간 합동점검, 교차점검 실시

농업·농촌개발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의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전라남도와 각 시군간 합동점검, 교차점검 실시

•장성사랑상품권 카드발행 추진

지역화폐의 지류와 카드 발행 병행으로 지역주민의 지

역화폐 이용 편의 제공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시스템을 구축, 지역화폐 사용 데이
터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에 환원

지역화폐 카드발행으로 ‘깡’ 등 부정사용 예방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사용 방지 효과

카드사용 내역 데이터는 연구소, 학교, 기업 등에 제공

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

 장성군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컬러테라피 개념의 컬러푸드 활성화

추진배경

•최근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영양과 효능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컬러푸드가 주목받고 있음

•옐로프루트 특화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연계 계획 필요

옐로푸드 함유 베타카로틴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

사업목적

•컬러푸드 활용 건강식단 등 컬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장성군 브랜드 적합형 옐로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육성

사업내용

•건강식단 제공 복지식당 운영

의식동원, 식약동원 개념 적용한 옐로푸드 건강식단 개

발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개인의 성향, 질병여부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

지역 식당 중 위생,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복지식당 선정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식당 창업

의료기관 및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식단 개발

옐로푸드를 활용한 식단 제공으로 효능 지속 검증

농업·농촌개발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유망 작목 육성

연작장해로 인한 손실 예방을 위해 작목의 다양화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아열대성 작

목 육성 확대 지원

애플망고 등 옐로푸드와 연계 가능한 신품종 발굴

소비자 선호품종 및 장성군내 보급이 가능한 작목을 통

해 기존품종을 대체한 경쟁력 확보

•심혈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단 개발

건강식단으로 데이터를 구축, 산학연 연계특수식단 개

발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시 특수식단 제공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색채별 건강식품 개발

컬러테라피 개념의 건강특화식당 운영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항염식단 개발

 식이섬유소 활용을 위한 통곡물식단

 알파토코페롤 활성화를 위한 올리브 활용 식단



세계문화유산 활용 서원비엔날레

추진배경

•2019년 7월, 장성군 필암서원 포함 총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존 문화적 전통의 계승

유교 및 전통문화 관심 환기 및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사업목적

•서원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내용 공유 및 지속가능한 서원

개발을 위한 지역간 교류

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등재지역 교류광역화,

대외 교류로 장성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사업 추진 등 지역문화·관광자

원으로 개발

주요내용

•세계문화유산 서원 비엔날레(가칭)

등재지역과 2년 주기로 행사 개최

서원 관련 학술제, 관련 미술품 전시, 기타 홍보사업 등

지역별로 순환개최 또는 내실 있게 준비하여 장성만의

비엔날레로 선점

문화·관광

•청렴교육 연수 프로그램 심화

청렴교육센터 프로그램 신규 발굴

 주입식 청렴교육 탈피, 자기개발 콘텐츠 강의

 직무 및 전공 관련 창의성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관내 수요 창출

 관내 체험판매 및 체험활동장 연계(할인 제공)

 청백리 인증서 발행으로 청렴교육 이미지 제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마을 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공간 조성

서원 비엔날레 개최 시 행사 전진기지로서 활용

비시즌 시 관광마을로 이용 관광객 유치

게스트하우스,기념품 판매장,현지생산물 직판매장 등



역사인물·유적지 문화자원화 스토리텔링

추진배경

•하서 김인후(필암서원) 지지당 송흠(청백리), 김익중(의병

장) 등 역사적 인물과 유적이 많음

서원은 훼손되지 않아 높은 역사적 가치

•역사성, 장소성을 활용 스토리텔링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으로 활용

사업목적

•스토리텔링으로 지역문화 자원화, 미래성장 동력화

•역사문화 활용 테마여행 유도,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

•광주 위성도시가 아닌 독자적 정체성 확립

주요내용

•역사문화 장성 조성

장성군 역사,장소,인물사 선별 학술 연구

주요 인물 중심으로 읽기쉬운 위인전 발행

세종도서 교양부문 응모 추진

 선정시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

문화·관광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뮤지컬,연극,만화,동영상 등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예술가 대상 공모사업 추진, 수상작 공연 지원

역사인물 소재 문화 공연 활성화

 생활SOC 시설 연계 지역주민에게 상영

시민,학생 참여 역사인물/장소 유튜브 대회 개최

 수상작 장성군 유튜브로 전송

•장성군 역사 인물 테마여행 전문화

치유여행 테마에서 역사여행 테마로 다양화

학생 대상, 학술연구자 대상 등 여행참여자 전문화

사학과 등 학술연구자 답사 지원

테마여행 TFT 구성



황룡강 르네상스 색채치유 관광자원 개발

추진배경

•2019년 황룡강 지방정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확정

•2019년 황룡강 노란꽃잔치 관람객 100만 명 집계, 축제

와 인근 상권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내 관광자원으로 우선개발 장성군 미래성장 동력화

사업목적

•민선7기 관광장성의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정원 지정

절차 이행

황룡강 일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공간 구획

컬러테라피 등 체험시설, 관광객 각종 편의시설 정비

•황룡강 일대 지속관리 관광객 500만, 지역경제 2,000억원 효과

주요내용

•황룡강 색채치유 정원 조성

색채치유 개념 도입 적극적인 색채 활용

운영방향 확실한 콘셉트 정원 구성

꽃과 색채 활용으로 치유 효과 극대화

색채치유 체험 부스 운영

옐로우 장성, 건강장성, 관광장성 개념 확산

문화·관광

•노란꽃잔치 컬러테라피 프로그램 도입

컬러테라피를 통한 색채치료 프로그램 운영

 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우울감 완화

시범 도입 이후 독자적 색채치유센터로 운영

 색채치유 정보 제공 주민건강증진

 관광객 체험 등 옐로우 장성 이미지 확산

핸드로션,립밤 등 관련상품 판매 지역소득 증대

 색채를 활용한 상품 개발

•황룡강 일대 드론 영상 및 미디어 아트 설치

전광판 설치 드론으로 실시간 영상 제공

황룡강과 노란색을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설치

정원 전체 공간과 색감을 실시간으로 체험



생활SOC기반 군민 예체능 인프라 확대

추진배경

•공설운동장이 성공적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군민생활체육

과 생활문화를 확산하려는 군정계획에 부응

•국가 시책으로 생활SOC기반 시설 조성을 장려, 장성군 생

활체육정책으로 선제적 대응

관내 기반시설 및 유휴시설 생활SOC시설로 리모델링

사업목적

•생활체육 동호인 확대로 관내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 군민

의 건강한 삶 유지, 정주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

•1인 1종목 + 1인 1문화 개념을 도입 생활문화 확대, 부족

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2022년 전남체전 개최지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

주요내용

•관내 공공시설 연도별 확충(매년 5%↑)

문화체육시설 실태점검 및 리모델링

배드민턴, 탁구대, 농구대, 족구장 설치

•생활SOC시설 조성 1인 1종목 지원

2,150 동호인→2만 동호인 시대 지원

 약 2만 가구당 최소 1인 이상

문화·관광

•경로당 리모델링 거점별 복지영화관 운영(읍면별 1개소)

시설 보수 및 공간 확보

스마트 빔프로젝터 구비 복지영화관 운영

 수요 파악 주민선호 영화 제공

•기술개발 통한 문화체육 시설활용도 향상(200%↑)

도보 15분 생활문화 활동 지원

 1리에 1생활문화 공간 확보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활용(336개소, 2018년 장성통계)

•장성군 예체능 축제 개최

1인 1종목 생활체육 운동회 개최 군민화합 도모

1인 1문화 생활문화축제 개최 문화장성 애향심 고취

공무원 동아리 공연으로 친밀감 형성



축령산 편백숲 전기산책로 등 힐링공간 조성

추진배경

•축령산에는 569㏊넓이(여의도 두 배)의 편백숲이 조성되

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편백숲

편백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며 피톤치드를 발생

•피톤치드는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호흡기 질환, 스트

레스 완화 효과가 높음

사업목적

•치유의 숲으로 불리는 편백숲을 치유와 휴양 공간으로 조

성,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자살의 주요 이유가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31.7%)

•치유관광개념을 도입 편백숲을 치유와 힐링공간으로 복합

전문화, 단순한 공간조성이 아닌 전문브랜드화

주요내용

•편백숲 산책로 확장 및 전문화

축령산 전기산책로 전국간 확장(기존

편백숲 구간 확장(기존 1.6 3

치유테마구성 테마별 도보 코스 운영

문화·관광

•자연휴양림 개선 가족단위 캠핑 휴양

자연휴양림으로 개선 가족단위 캠핑유도

 150만 광주인구가 휴양캠핑 잠재고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업무추진

전통시장 식자재 구매 연계

 전통시장 식자재 구매 고객 휴양림 할인 이용

 영수증 및 쿠폰 발행으로 전통시장 이용 확인

•VR 편백숲 체험관 운영

직접체험과 가상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

실제 도보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

VR 체험시 편백향을 제공한 4D 체험 가능

광주 AR/VR 제작지원센터 기술 제휴



친수공간 기반 수상·수심 레저관광 육성

추진배경

•물통골,장성호,추암호,수양호 등 수변공간 정비 및 조성사

업을 진행 중

친수공간 개념도입, 휴양과 레저가 가능하게 조성

•북하면,북이면,서삼면,삼계면 등 장성군을 횡으로 가로지

르는 코스 발굴, 방문의 흥미를 유도

사업목적

•장성호와 출렁다리로 유명한 지역자원을 심화하여 일반관

광 및 수상레저관광 등으로 다목적화

노란꽃축제 시즌 레저체험 연계 제공, 체류형 관광 가능

면단위 공간 특화로 지역민들에게도 휴식공간 제공

주요내용

•수변공간 정비 지역별 테마 조성

물통골: 폭포 및 둘레길 중심의 산책 관광

장성호: 출렁다리와 함께 수상레포츠체험 중심 관광

추암호: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존 운영

수양호: 플로팅 및 아웃도어 예술 공연 중심

문화·관광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설립

패들보드 및 카누 체험

 수상계류장 설치,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

 5월 말 ~ 10월 말 이용 (유료이용, 군민 20% 할인)

교육강사 양성 및 수상레포츠 종목 강화

 패들보드, 카누, 윈드서핑 등 교육강사 양성

 수상레포츠체험 종목 증설, 수상레포츠전진 기지화

•전시 및 버스킹 진행

플로팅(Floating) 및 아웃도어(Outdoor) 예술 기획전

물과 야외라는 장소성을 이용한 공연예술 제공

버스킹존 운영 (월 2회 공연 실시)

통기타존, 댄스존으로 운영 차별화



홍길동 테마파크 핵심테마와 캐릭터 구축

추진배경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다양한 여가시설’ 필요가

91.2%로 가장 중요한 여가 정책으로 응답

•홍길동 테마파크 여러 시설이 있으나 핵심테마,킬러콘텐츠

부재

관광객·군민 수요 파악 테마파크 개선 추진

사업목적

•핵심테마 운영으로 관광객 증가, 지역소득 증대

미래성장 자원화, 관광장성 비전에 부합

테마파크의 디자인성 강화, 스토리 강화

주요내용

•홍길동 캐릭터 시민공모

수호랑(평창올림픽),펭수(EBS) 캐릭터 범국민적 선호

기존 홍길동 캐릭터 유명무실, 확실한 캐릭터 구축

황룡강,노란꽃잔치 캐릭터 활용

장성군청 유튜브, 장성군 행사 참여

홍길동 분신술 고려 더블 캐스팅

문화·관광

•어린이 서커스 체험 아카데미 교실

어린이 중심 문화콘텐츠 소비 유도

트램펄린,타이트와이어(줄타기),저글링 등 놀이공간 조성

상시 운영 및 야영장 이용객 대상 제공

성인 체험도 가능하게 운영

 가족 동반 체험으로 이용률 제고

•주말 캠핑족을 위한 야영시설 강화

현재 150명 수용, 데크 25개→300명 수용, 데크50개

수영장 시설 조성 물놀이 수요를 충족

소규모 패들보드 체험시설 조성, 수상레저 이미지 강화

샤워장, 화장실 개선 보수 이용객 편의 제공



보행자 건강존 운영 및 청운지하차도 조성

추진배경

•30년이 경과된 청운고가는 심각하게 노후되어 교통량 증

가와 기후변화에 취약해 사용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장성역~청운고가 구간 확장공사 등 장성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안전성 및 접근성 개선 필요

사업목적

•지하차도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민영아파트 건립,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된 청운고가를 대체하여 장성읍 시가지와 서부지역간

의 교통흐름 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 편의 증진

주요내용

•보행자 중심 도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위치 : 장성읍 영천리·기산리 일원

사업규모 : 지하차도 2차로(사업예산 : 370억)

주거지역 안전통행 최우선 고려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자 친화형 도로 설계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높이는 속도저감 유도

시설 설치

지역개발·건설

•어르신 교통안전 환경 조성

운전능력 자가평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노인 보행특성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재정비

운전자 시야확보 방안 마련 추진

노인복지시설 방문 교통안전교육 추진

노인존, 스쿨존 건강안전지대화, 교육부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 제로 테마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배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덕성리, 녹진리 일원 약 54만㎡

부지를 대상으로 1,500세대 규모 주택단지 조성 예정

•현재 LH와 세부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철탑 지중화·하수처

리장 설치사업 등 추진 중

사업목적

•맞춤형 주택개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열악한 장성 서남

부권 정주환경개선 및 타 지역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뛰어난 광주광역시 접근성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유

입으로 장성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발전

주요내용

•에너지 절감 주거단지 보급 모델마을 지정

사업위치 :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사업규모 : 약 54만㎡, 1,500세대(사업예산 : 2,200억)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옥상 숲 조성 원칙

태양광패널 디자인, 크기, 안정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창문 숲, 주택발전소 등 특색 있는 기술 도입

고효율 친환경주택 박람회를 통한 미래주거단지 건설

지역개발·건설

•미세먼지 제로 주거단지 조성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 도입

 주거공동체 방식 주택개발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주거공동체에 의한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설계

 장성군 주거공동체 결성·설계·디자인·시공사 선정 지원

 주거공동체에 의한 직접 발주로 건축비 절감

1인가구, 노인, 한부모세대 등 취약층 공공주택 보급

•스마트 안전 주거단지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회약자·취약계층 위한 LTE 자동 신고·출동 체계 구축

 스마트 가스차단기, 전원콘센트, 화재감지기 설치·운영

 군민참여 화재·재난 대응훈련 강화

 드론 활용 재난·재해 모니터링



고려시멘트 부지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추진배경

•고려시멘트 부지는 오랫동안 장성군의 중요한 사안으로 공

장에서 날아든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많은 지역

•2029년 폐쇄 예정인 고려시멘트 공장 터 32만㎡에 대한

주거단지, 유통 및 상업단지 등 개발방안 모색 필요

•땅콩주택, 공동체주택 등 집을 자산의 소유에서 거주의 개

념으로 시대적 전환되어 가치공유형 주택건립 활성화 필요

사업목적

•면적이 크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자원이 있는 부지의 특성

을 활용한 환경문제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택발전소, 미세먼지 제로 주택, 주택 엑스포 등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개발을 통한 생태도시 이미지 선점

주요내용

•고려시멘트 부지 주택단지 조성

사업위치 : 장성읍 단광리, 황룡면 월평리 일원

사업규모 : 주거단지 조성 32만㎡, 2,000세대

문화·교육 기반의 주택단지 조성

광주 출퇴근자의 정주여건 개선·확충

지역개발·건설

권역별 불균형 발전 시정 위한 시설 유치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소규모 주택단지 미세먼지 제로 에너지주택건축 의무화

•미래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주거공동체 방식 주택발전소 개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에너지
소비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발전소 보급

친환경 미래주택 전시마을 조성

 친환경주택 세계엑스포 추진, 전시회 이후 분양함으로써
미래 친환경 플러스에너지 주택전시장 및 관련기업 유치

에너지제로 하우스 설계 기준 도입

 IoT기반 실내공기질 자동관제시스템 보급

 태양광, LED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 등 설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마을호텔 조성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등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사업목적

•도시재생과 연계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인근의 침체된 상가

와 모텔 등의 숙박업소 재정비

•마을호텔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문

화·관광 인프라 구축

주요내용

•마을호텔 조성

사업위치 :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등

주요시설 : 마을호텔, 게스트하우스

공동체 협업형 마을호텔 조성

 빈집, 민박집 등을 호텔식으로 리모델링한 숙소 운영

 식당, 카페, 갤러리 등 상권 연계 서비스 제공

공동체 주도 마을호텔 네트워크 구성

 장성군 내 마을호텔 조성 희망 상점 모집

 마을호텔위원회 및 마을협의체 구성

지역개발·건설

칼라테라피 이색 게스트하우스 확보

 조명·색채로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색채테라피 숙박 공모

 부서별 조명 공사의 주민건강 치유효과 관점 설계

•장성군 민박촌 조성

빈집을 칼라테라피 게스트하우스로 재구성

 크라우드 펀딩 활용 재원 마련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운영으로 자립기반 조성

 게스트하우스, 옥상캠핑, 공동주방 등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역량 강화

 마을기업 월간 보고제, 주1회 운영회의 개최



빈집활용 주민공간 및 청년창업허브 확대

추진배경

•2020년 현재 장성군의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 필요

•관내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 필요

사업목적

•유휴공간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한 동네주민공간 조성으로

주민공동체 활동 강화

•유휴공간 활용한 가족친화형 문화체험 공간 확충 및 도시

미관 개선과 범죄예방 효과 기대

주요내용

•청년 창업허브 구축 ‘이노베이션 장성’ 추진

사업규모 : 공동주택 중심 11개(읍·면별 1개)

청년-노인 세대창업 플랫폼 운영

군수자문기관으로서 ‘청년위원회’ 운영

공동체~창업 연계형 내재적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건설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재활용가능 자원의 주민공방 제공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공방 운영 주민공동체 대상 공구 및 공간 대여 서비스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

성인대상 일일공작소 체험 및 기술 교육프로그램 연계

•공공주택 연결통로 구축

연결통로는 공동육아, 공동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용가

능하도록 리모델링

공약사업인 대규모 개발 지양, 지역공동체 주도 도시재

생 사업으로 추진



주민참여 연구단 및 공공디자인단 운영

추진배경

•계속 늘어나는 추세의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해 개발과 보

전의 적절한 병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필요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직

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지역 대표 이미지 제고

사업목적

•주민들의 행정 참여 확대에 따라 장성군민에 의한 장성만

의 특화된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여 공감할 수 있

는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

•주민 공공디자인단 운영

통일성 있는 장성군 디자인을 위한 주민 디자인단 모집

 청년이 살기 좋은 장성을 위한 청년정책개발단 운영

 젊은 세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도시재생, 관광지·골목길 조성 아이디어 모집

사회적기업 계약 우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활성화 정착

주민연구단을 통한 ‘내가 만드는 장성’ 운동 추진

지역개발·건설

•도시디자인 공모·주민투표제 운영

장성군 공공시설물 주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

공공시설에 주민·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통한 공공시설물 투표 활성화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사 강화

모든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사 의무화

CI 표준편람 및 경관계획 부합여부 심사 강화

새로운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 관리계획 수립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원칙 수립



1인가구 공유 공공임대주택 보급

추진배경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 150가구, 공공임대주택 300가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

•노인인구(28%) 중 홀몸노인가구 비율(16.8%)이 전남 평

균(13.5%)보다 높은 장성군 인구현상의 대책 필요

사업목적

•청년·홀몸노인가구 등 1인가구 안전, 주거비 등 불안한 주

거문제 해결 위해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1인가구 맞춤형 공동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입주자간 소통

과 교류 활성화로 생활문제 해결 및 공동체 문화 확산

주요내용

•1인가구 공유 공공임대주택 운영

사업위치 : 장성읍 청운11길 11 등 공공임대주택

하나의 집을 세대분할로 나눠쓰는 구조의 주택 설계

커뮤니티실 등 공유공간 설치로 입주민 관계·소통 유도

중증치매 초기환자 돌보는 치매안심마을·주택 확대

좁은 개인공간, 넓은 공유공간으로 코-워킹을 넘어 ‘코

-리빙’ 제공

지역개발·건설

•공공주택 조석식 제공 시범운영

공동취사시설 조성, 조식(6-9시), 석식(17-20시) 제공

입주자 중 식당 이용 어려운 저소득층 식대 지원

인근지역 저소득층 주민 대상 경로식당·복지식당 겸업

장성군장애인복지관 협업,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운영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배경

•인구 고령화 구조에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와 국가적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는 ‘광주·전남상생 공약’ 및 국정 100대 과제

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선정

사업목적

•심뇌혈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를 수행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으로 국민 건강증진 기여

•국가 차원의 권역심혈관센터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관

련 정책개발∙지원 등 의료연구 클러스터의 핵심기능 담당

주요내용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사업위치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진원면, 남면 일원)

사업규모 : 부지 330,500㎡(10만평)

사업예산 : 3,500억원(국비)

사업기간 : 2020~2023년

주요시설 : 500병상 규모 임상병원, 연구소, 예방 및

재활센터, 산업협력관 및 연구동 등

복지·보건

•지역사회 1차 의료 연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대상 : 만성질환위험군 환자

협력기관 : 지역 1차 의료기관

심혈관계통 만성질환환자 신체·임상검사 등 포괄 평가

환자에 필요한 진료,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제공 가능한 전담 케어 코디네이터 인력 충원

협력기관 대상 관리상황 점검 및 평가

환자 관리 데이터 작성 및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지역이용권 ‘효도권’ 이용 지원 강화

추진배경

•장성군 ‘효도권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98.5%에 육박

•현재는 5천원권만 있어 거스름돈 발생시 불편 야기

사업목적

•수혜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규모 및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의 부작용 및 재정 누

수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주요내용

•효도권 사용 편의 증진 및 관리

1000원권, 500원권 등 다양한 액면가 발행

협약업소 대상 소액 효도권 전용상품 추가 배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및 경로당, 마을회관 대상 찾아

가는 효도권 지급 서비스 제공

사업만족도, 이용자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 실시

전체적인 효도권 관리 점검, 협약업소 현지 점검 등 효

도권 지도점검 실시

복지·보건

•효도권 협약업종 확대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확립

전통시장 내 음식점, 잡화점 등 소상공인 가맹업종 확대

병∙의원 가맹점 확대로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결제 지원

•효도권 협약업소 혜택 마련

효도권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로 축적 가능한 ‘협약업소

마일리지’ 도입

축적되는 마일리지로 공과금 납입 등 혜택 부여

가맹점의 효도권 협약체결 시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다목적 복지회관 ‘가족센터’ 건립

추진배경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 다양화, 가구

규모 축소 및 가족가치관 급변

•돌봄, 정서적 지지 등 전통적 가족 기능을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여성가족부 ‘통합지원 가족센터 확대’사업으로 현재 구로

구∙경주시 가족센터 운영 및 전국 6개소 건립 진행 중

사업목적

•세대별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돌봄, 소통, 문

화 등 복지서비스분야의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장성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위치 : 장성읍 영천리 1487-10 외 1필지

사업규모 : 연면적 3,040㎡(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 : 2020 ~ 2022년

사업예산 : 80억원(국비 15.5억원, 군비 64.5억원)

주요시설 :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족소통공간, 다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생활체육시설

복지·보건

•가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공동체 조성 지원

돌봄 특화 남성육아프로그램 및 부모·부부교육 추진

청소년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춘기상담

영유아·초등생 가족 돌봄공동체 형성 및 놀이공간 조성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정 특화 자녀양육 프로그램 및 자립 지원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다문화가구 자녀를 위한 취업 특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배경

•장성군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출산 관련 지표의 상승으

로 임신 및 출산 복지 확대 필요

장성군 출생아 수 328명→344명(4.8% 증가)

장성군 합계출산율 1.641명→1.778(8.3%증가)

•전라남도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3곳 설치 및 향후 2곳 설치 확대 추진

사업목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실천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출산 지원 확대

주요내용

•장성군 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설치 추진

위치 : 장성읍 역전로 171 장성병원

규모 : 연면적 500㎡ (150평 규모)

시설 : 산모실(10실), 신생아실, 운동실, 황토방 등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돌봄, 산후조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연계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지원 등

복지·보건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추진배경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수요 반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관리체계 구축 필요

•신종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 증대

사업목적

•중독으로 인한 폐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미세먼지, 감염병 등 건강 위험요소 맞춤 대응책 마련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주요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치 : 장성읍 보건소 내

음주, 흡연등 중독유발 항목별 실태파악

전 연령대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실시

중독 폐해 예방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및 예방홍보

장성군 내 병의원, 자조모임, 유관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추진

복지·보건

•감염병∙보건위기 대응 지원

대규모 환자발생 대비 전문병원 지정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검역업무 전문화

감염병∙보건위기 대응 백서 발간 추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경로당∙마을회관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상시 구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 방문 간호사 확충 및 건강검진 수준 확대

마을단위 생활 행동요령, 자가진단법 등 교육 정기 실시



빅데이터 활용 복지지도 및 감염병 예방강화

추진배경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복지 취약계층을 지속 발

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지원

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필요

사업목적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그물망

복지 실현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가구 예측 및 발굴

주요내용

•활용 가능한 기초데이터 수집

유동인구, 지도, 취약계층 현황 등 필요데이터 정의

공공∙민간∙소셜데이터 확보방안 수립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비식별화 조치 실시

•빅데이터 분석 및 복지 정책지도 구축

생활SOC시설에 대한 도보권, 도로이동거리 등을 기준

으로 시설 접근성이 낮은 복지사각지대 도출

국토통계지도 활용 정책지도 제작 및 격자별 공간단위

시각화

복지·보건

•복지사각지대 제거 DB구축 및 분석결과 활용

수급자 밀집도, 교통 환경등을 고려한 복지기관 추가 설

립지 제시 등 복지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기초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은 위기가

구 예측을 통해 탄력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인구 질환유무, 식사방법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연령대별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 추진

발굴된 복지취약계층 대상 감염 방역시스템 별도 구축



마을에서 돌보는 어르신 안심돌봄마을

추진배경

•치매 및 거동불편 장기요양환자를 마을 내에서 돌보는 커

뮤니티케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장성군 노인인구 및 홀몸노인가구 전남 평균 상회에 따른

어르신 돌봄 확대 필요

사업목적

•돌봄시스템, 필요시설, 운영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건강안

심마을 운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델 마련

•홀몸노인가구를 위한 노인복지 공동주거공간 확대

주요내용

•장기요양환자 돌봄시설 조성

위치 : 장성읍 유탕리, 진원 고산리 치매안심마을 2곳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동(9인 정원), 주간보호

센터 1동, 목욕탕(찜질방), 물리치료실, 치유농장 등

운영

 장기요양환자 케어가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
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치

 지역 주민, 또는 주민가족 우선 입소

복지·보건

•주민수용성 고려한 시설 병설

소규모시설, 주민 입소 원칙 고수로 거부감 제거

물리치료실, 찜질방, 식당 등 편의시설의 주민 공유

일상적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을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

돌봄가족이 프로그램 돌보미로 참여하여 일자리 마련

•지역주민 건강인프라 확충

홀몸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인 자살률 Zero 목표 지역사회∙마을주민 연계 돌봄

물재배∙텃밭농사등 건강체험이 가능한 치유농장 운영

중증치매 초기환자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주택 확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운동의 건강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문해력 향상 지원

추진배경

•장성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초등저학년 문해력교육을 지원

중이나, 초등고학년·중고생 대상 고급독해력교육은 부족

문해력은 학습의 기초로 향후 학습력 격차의 주요원인

•2019 사회조사 결과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군

민은 71.4%로 군민들의 공공도서관 활용 유도방안 필요

사업목적

•어린 시절부터 단순 문자 독해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읽기 능력 향상 추진

한국은, 국가간 학력비교평가(PISA)에서 2015년 세계

1위에서 2018년 9위로 하락, 대책 수립 필요

•장성군민의 지적 수준 성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가 생활이 되도록 하는 운동 필요

주요내용

•맞춤형 북큐레이션 운영

도서관 내 테마있는 '북 큐레이션' 운영

최신 트렌드와 군민의 관심을 반영한 선제적 정보 제공

특정 주제 선정을 통한 자료선별·배치·범주화

교육·체육

•독서관련 이벤트 활성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문해력을 갖춘 어린이 양성

 가족과 함께 독서를 하며 내용 공유 추천시간 마련

 분해력으로 정보를 선택·취득·가공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독서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문해력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 이후의 연계 활동 추진

 독서퀴즈,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시행 확대

생후 3개월부터 취학전 아동 대상

도서관 방문 및 독서 계기 제공

도서관 등록시 연령별·단계별 추천도서 꾸러미 제공

부모 대상 북스타트 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성군민 스포츠복지 지원 강화

추진배경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스포

츠복지를 통한 장성군민의 건강한 생활 지원 추진

•적절한 체육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지역 정주의식 증진효과

가 있어 장성군 젊은층 유입에 기여 가능

사업목적

•움직이는 모든 것은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생

활체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1인 1스포츠 활동을 목표로 청소년에게 사회성, 협

력성 증진과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기 지원

사업내용

•스포츠복지 주민모임 지원

클럽 전 단계로 스포츠 모임 100개 지원

체육시설 공유 시스템을 통한 연습장 제공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스포츠 주민모임 결성 시 모임 운영비 및 장소 지원

•체육시설 공유공간 확보

마을별 공유공간 확보를 통한 5분 거리 체육시설 확보

신설공설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

교육·체육

체육시설 공유공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설을 연구

하고 관리하는 등 민관협치 방식에 의해서 운영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운동부가 아닌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수 육성 정책 추진

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연령층 대상 클럽 운영 지원

가족단위 및 소외계층 참여 스포츠클럽 20개 육성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지도자에 의한 수준별 프로그램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지원사업비 확보

•스포츠 전문지도자 파견

전남체육회와 협의 전문지도자 양성 공급 계약 체결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지역 전문지도자 확보 및 파견

클럽 졸업 스포츠클럽 회원에 의한 훈련 지속

경로당 레크레이션 강사 파견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레크레이션 적극 보급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강좌나 지역 내 사설 체육시설

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청소년 저소득층 전체 스포츠바우처 확대



취업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일자리 지원교육은 경력단절여성·취업 준비생으로 집중

•은퇴 및 정년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등 모든 계층으

로 확대할 필요

사업목적

•장성군의 노동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발 및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족 옐로우시티 구현

•팹랩도서관 등 창업연계형 도서관 육성으로 창업 활성화

주요내용

•장성형 취업 강사 발굴

장성형 창업 성공 기업가 발굴

장성의 산업구조에 따른 맞춤형 강사 배치

장성의 취업자의 희망 직종에 따른 강의 배치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교육

•장성 마이스터아카데미 운영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연계, 맞춤형 직업 교육

현장교육 중심, 실제 직업 내용 중심으로 설계

교과 이수와 기업인턴과정 연계, 수료 후 취업 유도

교육·체육

기업주와 마이스터 기술자를 강사로 발굴, 기업인과 마

이스터가 모두 원하는 근로자 양성 중심 교육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업위치 : 중앙도서관(장성군 문화로 110)

 (인생설계 상담) 인생설계 및 심리, 재무, 법률 등 전문

적 상담 실시

 (프로그램 종합 허브 기능) 교육, 창업, 재취업 관련 관

련 교육·훈련 기관 안내

 (상시교육 및 훈련 제공) 상시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동아리 지원) 공통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을 위한 동아

리 개설 및 활동 지원

• 창업연계형 팹랩 도서관 조성

 사업위치 : 중앙도서관 및 신규 조성 도서관

 주요시설 : 디지털기기, 3D프린터 등 실험생산장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및 시설 지원

 디지털기기, 3D프린터 등 취·창업 실습 교육과정 운영

 청년-노인 세대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전문가 및 마을주민 강사 섭외 강의 진행



항일독립전쟁사 탐방단 지원

추진배경

•2020년은 항일무장독립전쟁사의 기념비적인 승전이라 할

수 있는 봉오동·청산리 전쟁 100주년이 되는 해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했던 신흥무관학교 생도들과 다양한 독립군 부대원들

의 활약을 재조명하는 교육프로그램 추진 필요

사업목적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

에 대한 국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견학 위주의 역사탐방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역사에 대한 사전교육과 견학 현장 창작활동

참여를 통해 근대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 고취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21년~2030년

•사업내용 : 항일독립전쟁사 중심 역사문화기행과 추모제

•연수장소 : 만주·연해주·상해·중경의 항일 전적지

교육·체육

•소요예산 : 50억원(정부지원금 포함)

•추진주체 : 장성군

•협조기관 :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KCCA), 봉오동·청산

리승전 100주년기념사업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문화체

육관광부

•프로그램 : 3개로 운영하되, 팀별 일정 변경 가능

독립전쟁 탐방 : 봉오동·청산리대첩 중심의 만주 독립전

쟁 영웅들의 투쟁사 탐방

시베리아 탐방 : 연해주 일대와 시베리아 이주 한인의

독립운동사 탐방

임시정부 탐방 : 상해·중경 중심 무장투쟁 지휘부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활약 탐방

•사전교육

육군이 만든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영화 ‘봉오동 전투’

등 사전 관람

역사탐방 장소를 소재로 한 VR/AR/MR 체험관 입장

전문가 특강을 통한 사전 예비학습 추진

※중학생 해외 문화탐방 지원(군수 공약 사업)



정원이 있는 ‘초등학교 교실혁명’

추진배경

•학생들이 게임과 스마트폰에 몰입, 정서불안, 학습장애, 대

인관계에서의 소통장애 등 초래

사업목적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정서적 지원 환경 구축

•친구·이웃·자연가치 교육 및 공동체적 인재 육성과 직접

재배한 채소를 급식에 이용, 건강한 식생활 교육 병행

주요내용

•실내외 연계형 정원교실 리모델링

규모 : 10개교(교육청 통해 국비 확보) 

학교 빈 교실이나 옥상에 테라스 조성 및 실내·외 연계

형 정원교실 리모델링 지원

정원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층의 창문 턱을 없

애고 유리슬라이딩 문을 설치하고 정원 텃밭 조성

교무실, 교장실, 서무실 등 행정공간을 위층으로 옮기고

학생들이 1층에서 정원을 쉽게 이용하도록 조성

농업혁신을 위한 장성형 미네르바스쿨 실험

교육·체육

•어린이 농부 ‘스쿨가든’ 운영

학생들이 직접 식물과 가축을 키우는 스쿨가든 운영

씨뿌리기-가꾸기-수확하기-먹기 등 계절별 체험 교육

배추벌레 등 텃밭 곤충도 함께 관찰하는 생태교육 병행

친구들과의 공동 작업 유도로 협동심 고취 기대

•교육기업 창업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업 육성

교육기술기업 창업센터 벤치마킹(스웨덴 나카시) 필요

연계사업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



공설운동장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추진배경

•장성군은, 신설되는 공설운동장을 비롯, 홍길동체육관, 실

내수영장, 워라밸 돔 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 우수

•백양사, 필암서원, 황룡강 등 역사·문화·자연 자원 풍부

사업목적

•유소년 전국 동계 축구대회 및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지

유치로 관광소득이 줄어드는 동계 관광 수입 증대

•기존 체육 인프라 활용도 증대로, 만성적인 시설 관리비 적

자를 해결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옐로우시티 브랜드 가치 상승

주요내용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신설되는 공설운동장 등의 풍부한 체육 인프라와 관광

문화 자원을 이용한 도민체전 유치

민관협치에 의거한 한마음 도민체전 실현

풍부한 시설자원을 바탕으로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전남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전남어린이생활대축전 유치

교육·체육

•유소년 전국 동계·하계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장성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창설 및 운영

관광 비수기인 동계대회 유치로 관광수입 고정성 지향

사시사철 찾아오는 역동적인 장성군의 이미지 고취

경기 뿐만 아니라 체력훈련에도 최적화된 시설을 보유

함으로써, 전지훈련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

일본과의 갈등, 신종 코로나 등으로 생기는 국내 전지훈

련 수요 적극흡수 전략 필요



생활밀착 건강활동 및 AI돌봄 지원

추진배경

•중증 환자, 급성기 치료 후유증 환자, 노화로 인한 ADL장애
등 거동불편 중증 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필요

 각 읍면별 간호인력을 배치,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강화 필요

사업목적

•복지·의료 수요의 다양성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실현

•생활밀착 재택진료 도입으로 커뮤니티케어 실현

•보건서비스와 건강체험의 연계 통한 사전예방 철저

사업내용

•찾아가는 복지 강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장성군 관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부서별 복지사업을 일원화한 ‘군민건강지킴이’ 강화 운영

 한전, 도시가스, 야쿠르트 배달 등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모니터링 확대 강화

•재택진료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과 별개로 재택의료팀 구성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로 방문팀을 구성

취약계층은 선별적 의료시설 보조금 지급

질환, 거동장애 정도에 따라 단계적 확대

교육·체육

•군민건강생활 지원 강화

 간호인력을 배치한 읍면별 건강지킴센터 설치

 지역 어르신 가구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웨어러블 기기 활용 스마트 케어 확대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 계층 선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록 후 웨어러블 기기 보급

개인별 건강위험 요인 수치 측정 및 활동량 모니터링

빅데이터 활용 동네별 건강지수 관리로 건강한 공동체 구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간호인력 활용

지역별 모바일 사업대상자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

음성만으로 위급상황을 알리고 감성대화로 소외감 해결이 가능
한 인공지능 로봇 지원(민간 통신사와 연계)

로봇 설치 후 1년간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개선 및 맞춤형 기
능 확대

실증기간 중 수집 데이터로 건강, 위험성 분석 등 다양한 예측서
비스 개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확대

1차 : 80세 이상 기초생보수급권자 중 100명

2차 : 80세 이상 전체 저소득노인 중 100명

3차 : 저소득노인 전체 1,000명



어린이집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혁신

• 어린이집 시설·보육료 등 지원은 있으나 보육환경, 

교구·교재, 놀이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부족

• 어린이집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인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선진화에 집중할 필요

• 어린이집 지원을 시설확충이나 보조교사 지원, 안전관리, 

보험 뿐 아니라 보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

• 명품 프로그램 보급으로, 젊은 부부 장성 이주 분위기 조성

• 어린이집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혁신

 사업위치 : 장성군 관내 어린이집

 사업예산 : 10억원

 보육환경 개선, 공동육아 시 선진 교육프로그램 도입

교육·체육

사례조사

•핀란드식 건축디자인 교육 ‘아르키’

아르키는 핀란드 예술교육협회에 등록된 교육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건축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놀이를 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동 프로그램



민관협치·공동체 강화 주민정책동아리 육성

추진배경

•민관 협치체계 수립·강화 목적 주민정책동아리를 육성하

고 지원하는 지자체 증가 추세

장성군은 커뮤니티정원·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역

점 과제로 추진 중

•민관협치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장성군 11개 읍면에 작고

다양한 주민정책동아리 육성 필요

사업목적

•마을정주의식 및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청

장년·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등 마을정책동아리 육성

주요내용

•마을정책동아리 육성

창의적놀이터만들기 어린이동아리

 놀이터 주인인 어린이가 주도해 놀이터 설계·감리

 어린이동아리 20개 연합 ‘어린이정책위원회’로 성장

고삿길 가꾸기 청소년동아리

 고삿길가꾸기 정책아이디어 청소년동아리 공모 추진

 청소년동아리 마을마다 육성, 회의실 및 놀이터 제공

행정·소통

다문화여성동아리

 다문화가정 정책을 동아리로부터 상향식 추진

 작은 동아리들을 묶어 ‘다문화가정동아리연합’ 육성

세대융합정책동아리

 어린이·청소년·청장년·어르신·다문화가정 연계

 놀이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세대간 놀이학습교류를 통한 세대융합적 마을정책 발굴

•청년정책개발단 운영

구성 : 20명

대상 : 지역 및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20~40대

청년이 살기 좋은 장성을 위한 청년 혁신정책 발굴

전문가 멘토링 및 공무원·의회 협의 통한 정책 현실화

어린이가 주도한 순천시 창의적놀이터 엉뚱발뚱



주민·디자인전문가에 의한 ‘내가 만든 장성’

추진배경

•주민 행정참여 확대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장성만의 특화된
마을디자인 주민참여모델 창출 필요

 ‘덕성행복마을’·‘청운지하차도’·‘수산지구공공임대주택’ 
및 경관개선사업에 주민참여 마을디자인단 운영 필요

사업목적

•마을설계에 ‘내가 디자인한 마을’, ‘우리가 만든 장성’ 등
주민참여와 스토리로 자부심·정주의식 고취

•정주의향 군민은 2019년 83%에서 2030년 99.9% 목표

주요내용

•장성융합디자인단 운영

 ‘독특·통일 장성 디자인단’ 주민 단원 모집

 청장년 중심으로 어린이·어르신까지 모집

 전문가 참여로 마을·도시 디자인 우수사례 학습

 마을·공공건물·관광지·골목길 디자인 아이디어발굴

 주민과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마을 및 공공디자인 주민 발굴 및 주민투표

 공공시설물 주민참여 디자인 공모

 공공시설물 주민참여형 디자인심사 의무화

 공공시설물 준공 시 참여주민의 스토리 채워 넣기

행정·소통

뉴질랜드 시민소통캠패인

수원시 ‘시민참여 디자인싱킹’



장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추진배경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지방의회기능

과 역할 조기 습득 및 생애주기별 참여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청소년 대상 주민자치 조기교육 및 체험 제공으로

‘ 문불여장성(文不如長城)’ 교육도시 장성 위상 제고

주요내용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조례 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 추진

 학교별 의원 선출 방식, 의회 권한, 활동 방법 규정

 어린이·청소년 정책동아리 정책발굴아이디어 안건상정

 제시된 안건에 대한 행정과 군의회의 정책반영 의무 규정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 운영

 사업목표 : 어린이·청소년 전원 의원 체험과 교육

 사업대상 :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든 어린이·청소년 이해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초·중·고등학교별 의원선출로 정책 활동 실질 추진

 의결사항은 장성군 의회에서 적극 수용

행정·소통

장성군의회 서삼초등학교학생 견학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제1차정책토론회



부서간 칸막이 해소 융합행정 활성화

추진배경

•단일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참여 복합과제 해결을

위한 부서간 융합행정 활성화 필요

융합·협업 선도과제 발굴해 시범관리 후 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민관협치 부서간 협력 융합행정체계 구축으로 장성 행정·

소통 민주화·효율화 위상 제고

주요내용

•융합행정 10대 선도과제 관리

사업기간 : 2020년~2030년

사업목표 : 매년 융합행정과제 5~10개 추진 및 평가

사업내용 : 

 부서 경계 개념이 없는 주민참여 강화

 행정 칸막이 없는 협업채널 운영

 효율성 서비스 향상 융합행정 10대 선도과제 발굴

 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

행정·소통

•민관협치 활성화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사업내용 : 

 역할분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융합사업 민관투
자협약제도 운영

 민관협치 당사자와 군청부서가 역할분담 계약 명시

 부서별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핑퐁 예방 가능

 협치지표를 반영한 부서평가 추진

 행정부서평가 권한의 일부를 협치 주무부서로 이관

장성군, 민관협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7개 사업 선정



스마트 안심 첨단영농도시 조성 리빙랩 운영

추진배경

•2019년 6월 정부는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

진방안’ 발표

•혁신기술 기반 지역사회 플랫폼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리빙랩 지원 활성화 필요

사업목적

•4차산업기술·주민자치·지역기업·커뮤니티 결합으로 안

전한 행복장성 마을 실현

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리빙랩 사업 결합

주요내용

•안전장성 만들기 리빙랩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추진목적 : 장성주민이 범죄, 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혁신안전마을 군민연구단 운영

사업목표 : 리빙랩 5개, 창업 5개

사업내용 : 

 지역 재해, 범죄, 사고, 재난 등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

 위험 요소 조사, 위험 예방 프로그램 기획

 행정 칸막이 없는 협업채널 운영

행정·소통

역할분담 : 

 군민연구단은 문제발굴에서 해결, 검증까지 전 과정 참여

 민간기업은 솔루션 개발과 기술아이디어 제공

 장성군은 인허가, 서비스 검토, 지원 등

 전문가는 검토, 자문 등



주민참여 지속가능발전 평가

추진배경

•민관협치로 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체제 구축을 위해

장성 지속가능한발전 평가에 주민평가단 참여 필요

사업목적

•장성군 정책 평가에 주민평가단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이해·개발·실행 역량 성장

주요내용

•마

매년 작은동아리 마을활동가 50명 육성

마을 작은동아리 활동으로 마을문제 솔루션 개발

세대·계층별 활동과 통합적 활동으로 소통 강화

•마을 정책동아리 주민평가단 구성

읍면의 정책동아리 연합회 조직

읍면 문제와 해결 관련 정책 발굴 및 평가 활동

읍면정책동아리 연합회를 장성공공네트워크로 조직

민관협치 정책 기획·집행·평가 체제에 참여

행정·소통

•주민투표 표창제 실시

마을정책동아리연합회 회원 투표로 우수활동 주민 표창

수상자에게 ‘장성사랑상품권’ 등 지급

장성군 온·오프라인 매체에 수상자 홍보

•우수활동사례집 발간

마을정책동아리 및 주민평가단 우수사례 정리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정책동아리 지속가능성 제고

향후 우수사례집을 교욱프로그램으로 활용

민관협력거버넌스 ‘장성군 먹거리위원회’



취약계층 공동체 육성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 여성·어린이 및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공동

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상향식·맞춤식 정책 세부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 현황 : 442세대(베트남 252, 중국 81, 필리

핀 45, 일본 18, 기타 46)

사업목적

•취약계층 공동체가 서로 공유·공감으로 소외치유 및 문제

해결을 정책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육성 지원

주요내용

•다문화가정 ‘여성 수다’모임 운영

마을단위 4~5명씩 ‘여성 수다’ 친구 맺기

마을 빈집 활용 ‘여성 수다’ 공간 제공

서로 이야기하며 치유하고 문제해결점 찾기로 안내

다문화가정 4~5세대씩 ‘공감공유1촌’ 맺기

다문화가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솔루션 발굴

행정·소통

•홀몸어르신 1촌 텃밭 모임 운영

친구와 한 평 텃밭을 가꾸며 탈-고립·친-유대

마을이야기 들려주기, 아이 돌보기 등 사회 기여활동

마을 어린이에게 꽃가꾸기 채소 키우기 전수

•소외 치유 마을 뉴 실버세대 중심 리빙랩 운영

50+세대 중심 청장년과 함께 마을문제연구

 ‘다문화가정공동체’, ‘홀몸어르신 1촌텃밭 모임’ 지원

민관협력거버넌스 ‘장성군 먹거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