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포커스

2016년 군정운영방향

Ⅰ.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으로 
    곡성의 희망을 찾겠습니다.

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환경보전, 소비자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430ha/1,216백만원

  •저비용 고효율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조성 : 204ha/206백만원

  •고소득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 : 33ha/울금, 생강, 연, 토란

  •친환경 유기농 인삼 재배단지 조성 : 20ha  

  •친환경 기능성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 : 10ha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육성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확대 100호 

     - HACCP 지정 확대 40호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품목 확대 : 4개 품목 ⇒ 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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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농가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 200ha/300백만원

     - 65세 이상 실거주 농업인, 경작 및 소유면적 5,000㎡ 이하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확대 : 43개소 ⇒ 68개소 136백만원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 지원액 1.2백만원 ⇒ 2백만원

     - 지원종류 : 인건비 ⇒ 인건비, 부식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 50억원 목표

     - 12개 항목(쌀, 고추, 멜론, 한우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 4개소 ⇒ 6개소 300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이자 지원 : 100농가/8백만원 

  •소농 육성을 위한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 11개소(읍면별 1개소)

  •다목적 소형하우스 공급,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비 

     지원 확대(2,000명 ⇒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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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

  •한우특화사업 육성 : 가축 개량 지원 등 237백만원

  •채소 지역특화 작목 집중 육성 : 멜론, 잎들깨, 토란, 딸기 376ha 640백만원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과수(체리) 및 신소득작목(살구) 등 기반 조성 

     8.4ha  322백만원 

  •지역특화 품목별연구회 신규 조직 정비 : 13개회 ⇒ 20개회(체리, 블루베리 등) 

라. 농촌자원 6차 산업화

  •매실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15. ~ ’19.) : 5,362백만원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 : 250백만원

  •토란 향토산업 육성(’15. ~ ’18.) : 3,000백만원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 50백만원

  •산림자원의 6차 산업화(’15. ~ ’17.) : 5,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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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섬진강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테마형 특구 조성

•저잣거리 조성 : 2,243백만원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 : 1,534백만원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 1,940백만원

•기차마을 경관조명 : 400백만원 

•증기기관차 고도화(’16. ~) : 3,030백만원 

•’15년~ ’24년 / 49,000백만원

•곡성 묘천리, 오곡 승법리 일원

•459,709㎡(지역특구 612,991㎡)  

•동화마을, 동화이야기 정원, 펜션 등

Ⅱ.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으로   
    곡성의 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곡성읍시가지

섬진강기차마을섬진강동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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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황강 수변관광벨트 조성으로 자연생태관광의 거점 마련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13. ~ ’16.) : 4,900백만원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 : 3,500백만원

     - 오토캠핑장, 선착장 등 

다.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13. ~ ’18.) 18,400백만원

  •압록간이역 주변 관광자원화, 특산물판매장, 체험 및 수상시설 

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이미지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음식, 숙박, 관광편의) 추진

  •둘레길, 자전거길 두루누비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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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통문화 가치 보존 계승

  •임란 최초 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16. ~ ’17.) : 2,345백만원

  •곡성&심청 스토리 행복 공감누리 사업(’15. ~ ’17.) : 930백만원

  •조선수군 재건로 조성(’14. ~ ’16) : 500백만원

  •곡성군사 편찬사업(’13. ~ ’18.) : 465백만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12. ~ ’16.) : 2,300백만원 

  •지역자원 활용 명품축제 

     -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 5. 20. ~ 5. 29.(10일간)

     - 제16회 곡성심청축제 : 9. 30. ~ 10. 3.(4일간)

     -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 9월중

바. 문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활용

  •작은 영화관 건립(’16.) : 1,000백만원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12. ~ ’16.) : 5,600백만원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초등학교 클럽축구대회 개최 : ’16. 1. 48개팀 2,300여 명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 60회 35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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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형성

  •취약계층 자원봉사 13개 단체 / 재능기부 자원봉사 : 10개 단체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수시 운영 : 목욕, 청소, 빨래서비스, 농기계 수리 등

  •희망복지 순회서비스반 운영 : 주1회 읍면순회 6개 분야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추가 실시>

  •민관협력 발굴추진단 운영 : 복지이장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나.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1,342가구 4,662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235명 1,577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1,973명 719백만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 : 100명 1,093백만원

곡성포커스

Ⅲ.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곡성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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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가 즐거운 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사회활동지원) 925명 1,738백만원

  •경로당 시설 개선

     - 노후 TV 교체 : 100개소 

        ※ 2015년도 정부 3.0 우수기관 정부 시상금

     - 경로당 환경개선 등 개보수 사업 : 80백만원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 27백만원

  •기초연금 지원 : 8,398명 19,616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 840명 14백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 연간 300백만원 교통비 절감

라. 여성, 청소년, 아동이 평등한 사회

  •여성취업기회 확대 : 30명 12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 아이 돌보미, 농가도우미 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등) : 254백만원

  •옥과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1동(4층) 3,000백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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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평생건강 

  •재활보건센터 운영 : 농부증 관리를 위한 재활진료 및 운동치료실, 재활보건실

  •건강팔팔마을 운영 : 11개 마을 신규 지정(총 99개소),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지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 9개소

     - 목욕장과 연계한 ONE-STOP서비스(운동 ⇒ 목욕 ⇒ 건강검진 및 치료)

  • 담배연기 ZERO 곡성 만들기

     -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및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 6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이상 320만원

     -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30,200원, 3년 납입 5년 보장

     - 출산 축하용품 및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20만원) 지원

  •생애주기별 주민검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측정 및 상담 

  •취약가구 방문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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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록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정비 및 개선 건의, 관내 중소기업 애용,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 운영,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활동 전개

  •’15년 유치 공기업 조기 착공 

     - KTC(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산업용 직류기기 성능시험 센터

        ⇒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련 기업 유치 기반 선점

     - 코레일 호남권 인재개발원

        ⇒ 군의 인지도 향상과 내수 진작 기대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16. ~ ’17.) 182,710㎡ 14,582백만원 

다. 쾌적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3. ~ ’19.) : 22,750백만원 

     - 4개소(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입면)/’16. 2개소(옥과면, 목사동면) 신청

  •권역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12. ~ ’18.) : 20,060백만원

     - 6개소(대황강권역, 오지봉권역, 통명산권역, 신숭겸권역, 압록마을, 초곡마을) 

        / ’16. 4개마을(곡성읍 죽동·금예·새터, 석곡면 연동)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새뜰사업(’15.~ ’17.) : 1,774백만원

     - 1개마을(목사동 구룡마을)/’16. 1개마을(입면 만수1구) 신청

Ⅳ.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역활력화로 
     곡성의 희망을 다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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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농기반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 도모 

  •주민편익증진사업 : 11개 읍면 237개 사업 3,911백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 11개 읍면 22개소 2,907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 2개소 770백만원

  •지표수 보강개발(’16. ~ ’18.) : 1개소(황등지구) 3,000백만원

  •노후저수지 정비 : 9개지구 697백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 130개소 436백만원

마. 지역 활력화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소상공인 육성지원 : 250백만원

     - 시설보조(최대 5백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년4% 이자율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지원 : 220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 곡성전통시장 현대화 : 아치형 간판 설치 외 2개 사업 430백만원

     - 지역축제 연계, 판매촉진 행사 추진 

  •곡성심청삼품권 공급 확대 : 1,291백만원 ⇒ 2,000백만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 450세대/곡성읍, 옥과면,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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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지활용 생태체험 교육 관광 자원화

  •섬진강 침실습지 에코센터 조성 : 50,000㎡ 70,000백만원

     - 국가습지로 지정 후 추진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12. ~ ’16.) : 5,300백만원

     -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월봉습지 조성 

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 및 환경 개선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향상

     - 급수시설 확장 : 4개소(곡성 2, 삼기 1, 석곡 1) 549백만원 

     - 지방상수도 확충 : 석곡권역(’11. ~ ’16.), 마전권역(’16. ~ ’18.) 

        6개면 107개 마을 43,451백만원

  •하천 오염원 제거로 새천 수질정화 

     -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16. ~ ’18.) : 석곡 두지리 외 6개마을 6,000백만원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5. ~ ’18.) : 곡성 신기리 외 12개마을 17,700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13. ~ ’18.) : 오수관로 19.1km 11,890백만원 

Ⅴ. 자연을 어우르는 생태도시 조성 및 
     재난대비로 곡성의 희망을 밑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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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다. 생활위험요소 사전대비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 

  •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 1개소 150백만원

  •재해위험교량 개축 : 2개소(옥과 수리교, 주산교) 5,200백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1개소(겸면 현정리 일원) 2,220백만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 3개하천 14,863백만원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4. ~ ’16.) : 4,053백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200동 672백만원

라.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사고 없는 든든한 지역 만들기

  •재난상황관제시스템(8종 57개소) 및 재난안전상황실 연중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조성 : 1,500백만원

  •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점검의 날, 주민안전교육 실시 등

  •시기별, 분야별 취약지역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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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군정참여 기회가 적은 군민의 의견 수렴

     - 이동 군수실 운영 : 매월 2회(동절기 주 1회) 

     -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 운영 : 3개 시장(곡성, 석곡, 옥과)

     -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업무 추진

  •군정 대화 채널 다양화

     - 희망곡성 청년파트너(토크 콘서트), 군정자문위원회, 곡성 향우, 

        하위직 공무원(희망토크) 등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 : 13개 단체 

  •주민참여 제안제도 상시 운영

Ⅵ. 주민참여 활성화 및 교육으로 
       곡성의 희망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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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포커스

나. 군민이 주인인 친절봉사 행정 

  •친절시책 추진으로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

  •’16 희망곡성 친절 민원실 운영 :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 운영

  •“사람” 중심의 민원환경개선 :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조성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

     -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현장 민원실 운영

다.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부채 ZERO” 실현

  •현 부채액 28억 9,600만원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절감으로 단계적 상환

라. 민·관·산·학 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교육환경 개선 지역인재 육성

     - 장학·격려사업 추진 : 130백만원(장학 95, 격려 35)

     - 도민 원어민 보조강사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 100백만원

     - 방과후 학교활동 지원 사업 외 12개사업 지원

  •진로·적성 교육활동 지원(’15. ~ ’17.) : 중학생 대상 / 471백만 원 

     - 진로·적성 검사 및 캠프 운영 / 지역 전문인력 양성 

  •직업체험관 구축(’15. ~ ’16.) : 3,500백만원/ 초중고교생의 진로 적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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