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포커스

   KTC(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산업용 직류기기 성능시험 센터 유치

     - ’16. ~ ’19.(4년) 380억원/정부지원사업

     - 부지 33,000㎡/건물 6동 7,400㎡

     - 50개사 1,000명 근무

     - 지역경제 파급효과 4,000억 이상 예상 

   코레일 호남권 인재개발원 유치

     - ’16. ~ ’17.(2년) 350억원

     - 연간 22,000명 교육 방문

     - 서울메트로 등 관련기관 통합 운영 예정 

   효도택시 운영(’15. 1. 1.) : 27개 마을/ 23,662명 이용

     - 마을회관~읍·면소재지 : 100원/ 마을회관~생활권역 소재지 : 1,200원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15. 7.

     -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15. 9.

     -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연대회 “100대 좋은 조례” 선정

2015년 주요성과

 1. 공기업 유치를 통한 신 성장동력 마련

 2. 농촌 교통복지 모델 완성

Ⅰ. 주 요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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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395세대 681명 유치 ⇒ 2018년까지 3,000여 명 유치

     

   

     -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빈집, 토지 등 부동산 뱅크 운영

     -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 “대상” 수상(’15. 12.)

   전남 최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16. 1. 1.)

     - 일반인 1,000원/중고생 800원/초등생 500원

     - 주민 공모를 통한 농어촌 버스 캐릭터 자체개발 및 LED 행선지 

        안내전광판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 이용요금 완화 및 대상자 확대

3. 귀농귀촌사업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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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가. 신뢰중심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

  •농가주도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267ha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 ’15. 1.

  •잔류농약 분석(1,762건) ⇒ 생물방제센터 MOU로 176백만 원 예산 절감

  •조사료 재배 확대 : 1,057ha/16천 톤 ⇒ 경영비 4,200백만 원 절감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 소비자 신뢰 

     - 친환경 축산물 인증 84호, HACCP 34호

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제정(’15. 4.) 및 지원 : 

     659명 263백만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43마을 70백만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15. 5.)으로 농촌인력 중개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알선 : 78건 344명 2,171일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 35농가 2,519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트랙터 외 59종, 966농가 수혜

 1. 친환경 농림업 육성으로 농가 경영 안정

Ⅱ. 분야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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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 : 4개 품목(배, 밤, 멜론, 딸기) 478톤 1,151백만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 4개소

  •채소(멜론, 잎들깨, 토란) 특화작목 육성 : 19.4ha 472백만원

     -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 ’15. 9.(곡성멜론)

  •기능성(오메가-3) 딸기 생산 : 4ha, 120톤

  •2015. 지역브랜드실용화사업(공모) 선정 : 블루베리 250백만원

라.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산림소득작물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 28ha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13종 188백만원

  •산림소득사업 부산물(사랑의 땔감) 나누기 : 135농가, 10개 시설

  •숲속의 전남만들기 민간주도의 경관숲 조성 : 3개소

     - 숲가꾸기,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결과 기관표창(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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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가. 제5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성공적 개최 : ’15. 5. 22. ~ 5. 31.(10일간)

  •유료 관광객수 : ’13년 125,856명 ⇒ ’15년 211,471명/입장료 601백만원

     ※ ’15. 5. 24.(일) 역대 최대 유료관광객 59,100명/곡성군 인구 3만여 명

나. 다양한 변화로 발전하는 섬진강기차마을

  •유료입장객수 : ’14년 121만 명 ⇒ 130만 명/9% 증가/1,550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공사 주관  「네티즌이 뽑은 2015 베스트 그곳」 선정

다. 눈높이 맞춘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다중이용시설 관광 곡성 홍보 : 용산역 등 17개소

  •국내·외 팸투어 추진 : 11회 330명(국내 5회, 국외 6회)

  •국내 공동 캠페인 및 국제·세계박람회 참가 : 3회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컨설팅 : 5회

  •각종 공모사업 선정 : 4개 분야/35억 3천만원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두루누비 시범사업, 열린관광지 시설개선사업, 

      다기능 경관 주차장 조성)

라. 군민 공감 문화예술 활동

  •문화가 있는 날 연계 14회 공연 3,447명 관람

  •문화충족 금요영화 및 최신영화 상영 : 24회 5,690명 관람

2. 지역소득과 연계한 문화생태관광도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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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맞춤형복지 추진으로 생활 안정

  •민·관 협력 1인 1가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684명/ “전국 1위” 

  •노인돌봄서비스 추진 : 2,179명 880백만원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 : 33회 1,320명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의 날 운영 : 362가구

  •자원봉사활동 강화 : 38개 단체, 5,886명/17,586회 

나. 위기 없는 삶을 위한 지원

  •긴급복지 지원 : 426건 225백만원

       -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장제비 등

  •긴급복지 연계지원 사업

       - 집수리 사업 : 8건 46백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4건 4백만원

       -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 120가구 12백만원

3. 나눔으로 하나되는 실천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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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

  •운영비 및 특별 냉난방기 지원 : 325개소 1,029백만원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및 양곡 지원 : 310개소 1,151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 7개소 218명 164백만원

라. 우리와 “다름”을 어우르는 복지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24명 

  •이주여성 학력취득(9명), 친정보내기(7가구), 건강검진 지원(46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25명),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1,102명)

     - 전라남도 양성평등 추진 장려상 : ’15. 12. 

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노인일자리) 확대 : 23개 사업 830명 1,595백만원

  •신생아양육비(147명) 및 영유아 건강보험(376명)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 1개소 456백만원

  •양육수당(265명), 영유아 보육료(568명), 농어촌 양육수당(16명)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통한 프로그램 지원 : 320명 126백만원 

  •자녀교육지원사업 : 무지개 교육지구, 고교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활동,  

                            원어민보조교사, 진로진학 프로그램, 영재교육원 운영 등 

                            1,317백만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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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서비스 개선

  •농부증 치료, 관리를 위한 재활치료센터 건립 

     - 보건의료원 별동 2층 462㎡ 925백만원

  •재활치료 운동장비 보강 : 재활치료세트 외 16종 320백만원  

사. 수요자 중심 진료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사업 : 983명

  •생애주기별 주민 건강검진 실시 : 1,172명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사업 의료비 지원 : 32명 12백만원

  •협약 의료기관(밝은안과 21병원 외 4개소) 진료 이용 : 3,814명

  •찾아가는 산부인과(목포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 월 2회 82명

  •방문건강 “노인 허약예방” 프로그램 운영 : 89명/10회/890회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운영을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 실시

     : 5개소 32회 464명

아. 신종감염병(메르스) 예방관리

  •방역대책반(5개반 29명) 운영

  •메르스 접촉자 자가격리 및 능동관리 : 6명/1 : 1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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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도로 및 재해위험도로 개선 : 4개소 1,400백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14. ~ ’17.) : 169개소 3,800백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 239동 434백만원

나.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영농기초 마련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구원1제) : 46ha, 3,900백만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 3개 사업 19개소, 500백만원

  •수리시설 보수, 보강 사업 : 저수지 개보수 외 10건, 800백만원

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정적 물 공급 및 하수개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 5개면 87개 마을 

  •곡성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마련 : 589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12. ~ ’17.) : 곡성, 석곡, 입면 오수관거 39km

4. 쾌적한 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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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촌 정주 기반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2건 3,300백만원

  •권역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 대황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외 5건 

                                                    4,500백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 옥과면 금의지구 46호, 기반시설공사 8억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

     ’14년 입면 292세대, 곡성 1,057세대/ ’15년 옥과 644세대

  •소규모 주민편익증진 사업 : 301건 4,775백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22지구 3,714백만원

마. 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오곡면 오지리 상업지역 변경 등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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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가. 주민 소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이동군수실 운영 : 11개 읍·면, 매월 2회 총 18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수시, 예산 운용 현황 홈페이지 공개

  •주민 참여 제안제도 운영 : 373건

  •군민의 알권리 보장 : 정부 3.0 추진, 행정정보 공개(1,399건)

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개편

  •관광과 + 문화과 ⇒ 관광문화과

  •지역활성화과 신설

  •농정과 본청 이관

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최초 3,000억대 예산 편성 : 3,192억원

     - 특별교부세 10건 37.5억원/ 국도비 공모 등 105건 489억원

  •지방 부채 감축

     - 92억 9,600만원 ⇒ 28억 9,600만원(64억원 상환)

5. 군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투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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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평생학습 정기 강좌 등 108강좌, 2,100명

  •성인 문해교육 운영 : 33개 학습반, 450명

  •제5기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30회 9,800명

마. 청년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국 군단위 최초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 : ’15. 12.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 : 101명, 3회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 운영 : 6회 50명

바. 친절 공무원상 정립

  •아침 친절교육 실시 : 매일(’14.  7. ~ 현재)

  •친절, 소통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회 450명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민원실 운영 : 상시도우미제, 야간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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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 [30건]

곡성포커스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창조정부상 대상(행정자치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5. 대한민국 주민공감부문 CEO 대상(한국언론인협회)

201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지역행정혁신공로대상(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우수상(전라남도)

친환경비료공급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산림청)

2015 열린관광지, 한국 관광지 100선 선정(문화체육관광부)

G OKSEONGG OK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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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트래블아이 어워즈 공공부분 우수관광시설(트래블아이)

2015년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일자리창출평가 우수시군(전라남도)

201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기관(전라남도)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우수기관(질병관리본부)

2015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국토교통부)

2015 100원택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전라남도)

전남도 세정운영종합평가 노력상(전라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자치단체(행정자치부) 외 12건

G OKSEONGG OK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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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5,100백만원

운곡특화농공단지조성 : 2,500백만원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 : 3,200백만원

섬진강변체험학습장조성 : 1,164백만원

곡성섬진강변관광명소화 : 1,075백만원

유팽로역사촌조성 : 1,016백만원

섬진강기차마을추억여행체험관건립 : 920백만원

곡성작은영화관건립 : 500백만원

생활환경정비 사업 : 2,079백만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석곡면) : 1,926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 1,774백만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오곡면) : 1,692백만원

곡성포커스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 : 3,200백만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115건 526억원] G OKSEONGG OK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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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종합정비(대황강) : 1,200백만원

초곡,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1,000백만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 600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491백만원

지표수보강개발(만수) : 490백만원

석곡권역농어촌생활용수개발 : 3,978백만원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 870백만원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 1,000백만원

생활권등산로정비 : 700백만원

임도시설사업 : 767백만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지능 교육활동 운영 : 2,850백만원

옥과청소년문화의집건립 : 500백만원 외 91건 15,20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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