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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눈에 보는 곡성
1 .

 

인    구                                 2016. 12. 31.기준

  14,960세대 30,400명(전남의 1.6%)
   남자 14,786명, 여자 15,614명
   청  년(19세~49세) : 9,364명(30.8%)      
   65세 이상 9,912명(32.6%)(전남 20.9%, 전국 13.5%)

면    적  

  547.4㎢(전남의 4.5%, 전국의 0.5%)
   임야 394.9㎢(72.1%), 경지 94.5㎢(17.3%), 기타 58㎢(10.6%)

행정구역  

  1읍 10면, 125리 272마을

행정조직  

  2실 10과, 직속기관 2, 1읍 10면, 의회 1
   정원 : 561명/ 현원 550명

학교 및 기업  

  학교 : 대학교 1개소, 초중고교 15개소, 유치원 8개소 
  기업 : 대기업 1개소, 중소기업 207개소, 농공단지 3개소

기간시설  

  도  로 : 총연장 294.152km(포장률 82.6%)
  주  택 : 16,005호(보급률 107%)
  상수도 : 24,306명(보급률 79.9%) 
  하수도 : 23,179명(보급률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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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우리군 예산은 이렇게 쓰입니다
1 .

 

세    입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계 구성비(%) 비고
계 306,002 100

지방교부세 144,876 47.34
국고보조금 92,810 30.33
세외수입 14,028 4.58
지 방 세 12,781 4.18

도비보조금 12,167 3.98
기    타 29,340 9.59

세    출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계 306,002 283,180 8.1% 증가
일반회계 290,059 263,979
특별회계 15,943 19,201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계 구성비(%) 비고
계 306,002 100

농림업 64,920 21.22
사회복지, 보건 60,814 19.88

지역개발 29,081 9.50
문화관광 26,331 8.60

환경 18,606 6.08
일반행정, 기타 106,250 34,72

  주요 재정지표
항목 2017년도 2016년도 비고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7.70% 7.78% 0.08% 감소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732천원 669천원
지방세 부담액(1인당) 419천원 359천원 60천원 증가

세출예산액(1인당) 10,065천원 8,606천원 1,459천원 증가
우리군 채무액 - 2,796백만원 3억원 이자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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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2016년 군정 주요 성과
1 .

 

  곡성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영화 곡성 관련 역발상의 기고문 “곡성과 다른 곡성이야기”
   SNS, TV와 신문의 집중 조명으로 지역브랜드 수직 상승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480억원
  영화 곡성과 곡성 장미와의 만남
   장미축제기간(5. 20. ~ 5. 29.)중 233,231명, 기간 전후 35만명 방문
   축제 기간 중 직접소득 105억원, 간접적인 부가가치 효과 69억원 
    ※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

  소농,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 시설하우스 공급 
   50평이하 / 50동 200백만원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670농가 180ha 270백만원
  맞춤형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30~70만원 이하/ 113농가 447백만원
  강소농 지원대책 강화
   경영개선실천교육 기본·심화·후속 교육 운영
   우수강소농 활동 지원 : 5명 7백만원

  농업경쟁력 제고 및 향토자원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 4품목(배, 멜론, 딸기, 밤) 527톤
   곡성멜론, 딸기 : 수출작목으로 정착(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 곡성멜론(주) : 제22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농업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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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신규 조성 : 108농가 40ha 274백만원
   연근, 토란, 울금, 생강, 도라지  

  토란가격 상승 및 6차 산업화 추진(건강식품으로 각광)
  농업전문인력 양성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 4개 분야, 2,13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 68개소, 2,029명
   명품농업대학 베리반 및 품목별 교육 실시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효도택시의 확대 및 전남 최초 천원버스 운행
   효도택시 확대 운행 : 32개마을 1,165명 / 누적 27,656명 이용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거리에 상관없이 천원으로 이용 가능
  전국 최초 농업인재활센터 개소(‘16. 11.) : 958백만원
   농부증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 1,500명
  마을공동급식소 확대 운영 : 67개마을 134백만원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감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 발판 마련
   전국 최초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16. 12.)로 지원 근거 마련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희망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경로당 노후 TV 지원 : 148대 88백만원
정부포상금

  경로당 정수기 지원 : 315개소 8.3백만원

  곡성, 석곡, 옥과권 맞춤형 복지 전담팀 신설(2016. 10.)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로 나눔문화 확산
   ‘15년 17,586명 ⇒ ‘16년 18,549명/ 963명 증가



- 5 -

  섬진강, 대황강을 활용하여 수변관광벨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섬진강 침실습지(2.036㎢) 국가습지 지정 : ‘16. 11. 7.
   습지 보호 지역 관련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마련 
  대황강 출렁다리 개통
   ‘13. ~ ‘16.(4년간) 4,900백만원
  대황강 생활체육공원 준공
   ‘12. ~ ‘16.(5년간) 5,600백만원 
  청계동 임란의병 체험장 조성
   ‘12. ~ ‘16.(5년간) 2,000백만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선택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6회 50개팀 참여/ 5일장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토닥토닥 희망곡성 걷기 
   5회 2,000명 참석/ 주민 소통의 장 마련 및 새로운 관광자원 찾기
  기차마을의 내실화
   추억여행체험관 치치뿌뿌놀이터(‘15.~‘16.) 1,000백만원
   기차마을 경관조명 조성(‘16.) : 400백만원
   말(포니, 한라마) 테마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 트래블 아이 어워즈’ 2년 연속 공공부문 최우수 관광시설 선정
    ※ 한국관광 100선 3회(6년) 연속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
   전국 초교 클럽축구대회 48개팀 2,000여명, 국립철도고 졸업생 700여명 등
  계절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곡성마실, 곡성여행한바퀴(코시린 겨울여행 등), 영화 “곡성”촬영지 관광상품화
   관광택시 체험단(시범) 운영 : 10대 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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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시군과의 관광활성화 상생 발전
   남원시 관광연계 할인 혜택 제공
   여수 경도리조트와의 연계 관광 제휴
  축제를 통한 시가지 활성화 : 장미축제, 심청축제, 코스모스 음악회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귀농귀촌에 앞장섰습니다.

  귀농귀촌 일번지 곡성
   403세대 819명 유치
     ※ ‘14년도 78세대 157명, ‘15년도 395세대 681명
  사람과 환경을 최우선하는 생활여건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263동 672백만원
   대형폐기물, 하천쓰레기 등 위탁 처리 : 600톤, 143백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 28개마을 50대
   ※ 재난 대응 훈련 추진 평가결과 우수상, 안전문화운동 평가결과 우수상

  소통채널의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감염병 관리팀 신설, 권역별 맞춤형 복지 전담팀 신설
    ※ 감염병 관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군민 가까이서 소통하는 공감행정
   군민과의 대화 11개소 153건 건의처리
   이동군수실 20회 204건 건의처리
   자전거 민생투어 58건 건의처리
   5일시장 행복나눔 군수실 운영 24회 30건 건의 처리
   하위직 공무원과의 희망토크, 향우와의 만남,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상 최초 본예산 3,000억대 예산 편성(‘17년도 3,060억원) 
   ‘09년도 본예산 2,000억대
  일반회계 지특예산 325억원 확보(전년대비 37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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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외부의 시각에서 본 우리군의 위상
1 .

 

 

“31개 부문에서 포상금 140백만원, 상사업비 780백만원 확보”
<농림업분야>
  2016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 산림청
  2016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 전라남도
  전남 농정업무평가 종합대상 (우수상) / 전라남도
  2016년 친환경농업대상(우수기관) / 전라남도

<일반행정분야>
  2016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최우수기관) / 행정자치부
  고향희망심기 사업 중점추진 우수 지자체 /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분석진단(우수지자체) / 행정자치부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보건분야>
  2016년 기초연금사업 수행 평가(우수기관) /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최우수기관) / 전라남도

<관광 및 지역경제분야>
  제2회 2016 트래블아이 어워즈(관광시설(공공)부문) 최우수 / 트래블 아이
  2017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최우수) / 전라남도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우수) / 전라남도
  2016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사례 평가우수상(안전문화분야)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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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상 최초 3천억대 예산을 위한 노력
-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142건 662억원 확보 -

1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옥과면, 목사동면) 14,000백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2,315백만원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 2,199백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4개 마을) 2,000백만원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만수1구) 1,919백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1,700백만원

  농업기계 정비·교육시설 신축사업 1,300백만원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1,100백만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군민회관 리모델링) 700백만원

  지역 K-스포츠 클럽 사업 600백만원

  곡성천 주변 플리마켓거리 활성화 400백만원

  지자체 정부 3.0 추진 평가 인센티브 400백만원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 400백만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285백만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22백만원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215백만원

  고향 희망심기 사업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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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Ⅵ. 2017년도 군정 운영 방향
1 .

 

함께해요! 희망의 행복곡성

비전(목표)

추진방침

지속가능

농림업육성     
소외없는

나눔복지     
주민소득

녹색관광     
생활편익

지역경제

역점시책

  • 행복한 농업인,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로 소외 없는 나눔 복지 실현

  • 주민소득과 연계한 체류형, 소득형 관광사업 추진

  •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활기찬 지역 건설

  • 주민욕구에 눈높이를 맞춘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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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농업인,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비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소득원 개발 지원
   와사비 생산단지 시범사업 : 3,300㎡ 228백만원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체리, 플럼코트) : 10ha 571백만원
   오메가-3 기능성 딸기 재배단지 확대 : 10ha 100백만원
   신 소득과수(미니사과, 신품종단감) 재배시범단지 조성 : 1ha 50백만원

  농작업 여건 개선 및 효율적 지원
   농기계 정비·교육시설 설치 : 1,300백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 1,597백만원
   편이장비 지원 및 작목별 안전관리 시범 : 2개소 100백만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맞춤형 농업기계 공급 : 1,570백만원

  안정적인 농업 소득 보장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 30억원(‘19년까지 50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 1,000명 / 자부담 감소 50% ⇒ 30%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 15억원
   65세 이상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200ha 300백만원

  신뢰하는 농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농업 확대 : 인증 품목 다양화,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 
   HACCP 지정 확대 : 46건 ⇒ 50건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인증 확대 : 351ha ⇒ 450ha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88건 ⇒ 110건
   낙농 도우미제 운영 : 전문낙농인력활용 축사관리 대행 16호 45백만원
   한우산업 생산기반 확충 : 가축개량지원 등 5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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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 3,000명 300백만원
   여성친화형 임대 농업기계 구입 지원 : 80백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 67개소 ⇒ 83개소 166백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농촌자원 활용 기술 교육 : 40백만원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곡성토란 산업화(‘15.~‘18.) : 3,000백만원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 : 40ha 250백만원
   ICT 융복합 생산, 유통 기반 구축사업 : 20농가 1,600백만원(멜론, 딸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102동 682백만원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수출물류비 지원

  임산물 안정적 출하 및 산지를 이용한 소득창출 도모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15.~‘17.) : 5,000백만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1개소 222백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10종 1,023백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5종 520백만원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귀농 신규농업인 육성 : 20세대 120백만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40세대 200백만원
   귀농의 집 조성사업 : 5개소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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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로 소외 없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이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

   권역별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 민관 협력 네트워트 구성 및 정보교류 : 지역사회보장협의회(매월 1회)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반 운영(주1회 오지마을 순회) : 25백만원
    ► 맞춤형 복지 전담팀 발굴 취약가구 연계
   맞춤형 통합서비스(통합사례관리) 강화 : 76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 326개소 1,657백만원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 : 100개소 235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 7개소 212명 186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1,015명 2,060백만원
    ► 장미화관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
   기초연금 지원 : 8,468명 19,627백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3,309명 994백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 50가구 15백만원

  보육환경 및 서비스 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서비스 향상 : 12개소 2,968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560명 2,98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8개소 784백만원
   드림스타트를 통한 아동 지원 : 290명 420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 280명 2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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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의식 향상 : 4개 사업 55백만원 
   행복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15개 서비스 387백만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891백만원
    ►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499백만원
    ►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지원 2개소 4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1,096명 1,558백만원
    ►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운영,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 콜택시 1대 ⇒ 2대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1,755명 6,275백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 2,950명 850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 360가구 186백만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 : 72명 1,306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전국 최초)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34백만원
    ► 재활상담, 기초측정, 운동지도, 사후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보건서비스 : 88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143백만원 
   급성 감염병 연중 상시 감시체계 구축 : 228백만원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42백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 건강팔팔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 금연클리닉 운영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의료원내 산모(유아) 쉼터 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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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소득과 연계한 체류형, 소득형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로즈카카오 체험관 설치(‘17.~‘18.) : 3,000백만원

    ► 지역농산물과 초콜릿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레일바이크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 165백만원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멀티미디어 활용 오감적 체험공간) 유치

   섬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동화이야기 정원 조성) : 9,500백만원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기차마을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여행상품 운영(계절별 2개 상품)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한 관광택시 운영 : 10대

   주민사업체 육성 : 4개소(주민여행사, 섬진강도깨비마을 등)

   기차당 뚝방마켓 운영 : 매월 2회 

  섬진강, 대황강변 관광벨트화 연계사업 추진

   섬진강 침실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 습지보호지역 보존관리계획 용역 추진

   섬진강 동화마을(‘15.~‘24.) 490억원 –기차마을과 함께 특구 지정

   섬진강변 압록 관광명소화사업(‘13.~‘18.) : 18,400백만원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15~‘18.) : 3,200백만원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17.~‘18.) : 1,000백만원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17.~‘19.) : 3,500백만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압록 참게·은어거리) (‘16.~‘18.) :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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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 경관디자인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곡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 85백만원
   고달~곡성 진입부 기찻길 굴다리 경관디자인 개선 : 70백만원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공디자인 응모 추진 : 857백만원
   곡성읍 생태탐방로 조성 : 830백만원
   기차마을 인근 시가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특색있는 숲길 조성

   동악산 명품 숲길 조성 : 21km 1,700백만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 15km 480백만원
    ► 곡성 출신 장군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장군길’ 조성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 16km 120백만원



- 16 -

  4.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4.~‘20.) : 5개면 29,735백만원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13.~‘19.) : 9개소 15,917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 3개소 7,500백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1.5km 1,700백만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 1,000㎡ 1,000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6개소 2,780백만원
   낙동원사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곡성 심청상품권 활용한 소비촉진 : 2,000백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 2개소 220백만원
   신규 투자유치 추진 : 15개 기업 150명 일자리 창출
   KTC 성능시험센터, 코레일 인재개발원 착공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 18,740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응모 추진 : 2개소 930백만원

  서민의 생활안정 도모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10개사업 60명 124백만원
   주택개량 : 50동 3,000백만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 보조금 300백만원, 융자금 이차보전 120백만원, 특례보증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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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방활동 강화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1회),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11개 읍면)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연중 무휴)
   재난 상황관제시스템 상시 운영 : 8종 57개소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 8개소 10명 
   시기별, 분야별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4종 141개소
   재난유형별 매뉴얼 제작 보급 등 예방행정 구현

  재해예방사업 추진
   군도 위험도로 개선 : 3개소 350백만원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 : 1개소 1,700백만원
   노후 저수지 정비 : 7개소 3,830백만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15.~ ‘18.) : 3개소 12,533백만원
   재해 상황전파 전광판 설치 : 1개소 120백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44개마을 88대 210백만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마전권역 상수도 확장(‘17.~‘19.) : 13,951백만원
   급수구역 확장 : 2개소 1.5km 150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2개소 5km 510백만원
   곡성권역 상수도 블록화 사업 : 80km 300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14.~‘19.) : 17개마을 22,663백만원
   곡성권역 하수처리 고도화(‘16.~‘19.) : 7개마을 6,000백만원 
   하수관거 정비(‘17.~‘19.) : 곡성, 옥과지구 6,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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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활기찬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 1,000백만원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16.~‘18.) : 1,930백만원
   작은 영화관 조성(‘16.~‘17.) : 1,250백만원

  문화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 : 18개 사업 417백만원
   문화예술공연 개최 및 영화 상영 : 문화가 있는 날 등 125백만원
   월드요들데이 국제음악회 개최 : 100백만원
   작은 음악회 지원 : 알밤음악회, 산사음악회 등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 공연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찾아가는 영화관 및 무료 영화 상영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
    ► 곡성 세계장미축제, 심청축제,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19백만원

  향토자원 활용 전통 문화유산 가치 보전

   문화재 보존 관리(유형문화재 33건, 무형문화재 9건) : 2,117백만원 
   향교 대제 및 기로연 지원 : 2개소 18백만원
   생생문화재 사업(마천목장군과 도깨비살 설화) : 21백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40백만원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15.~‘17.) : 8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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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

   곡성 스포츠 클럽 지원(‘17.~‘19.) : 600백만원(국비)
    ► 행복나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진 스포츠 구현
   3개권역 체육공원(동악, 심청, 대황강) 연계 스포츠 마케팅
    ►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유치(4. 1.~4. 4) : 48개팀 1,200여명 
    ► 관내 대학교와 연계한 축구팀 동계 전지훈련 유치 : 13개팀 700명
   곡성 체력인증센터 운영 : 160백만원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70여회 373백만원
   동악체육공원내 파크골프장 조성(18홀) : 150백만원
   죽동생활체육공원 정비 : 600백만원
   스포츠 이용권 지원 : 2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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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민욕구에 눈높이를 맞춘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여건 조성(미래 곡성에 대한 약속)
   희망곡성 청년파트너의 내실있는 운영
   청년 아카데미 및 벤치마킹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청년 상인 육성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 학교활동 지원 등 교육기관 지원사업 : 20개 사업 1,868백만원
   곡성군 장학·격려 사업 : 130백만원
   생태교육의 장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60백만원
   진로 직업체험관 구축(‘16.~‘17.) 및 운영 : 3,500백만원
   학생의 진로, 적성 교육활동 지원 : 2,600명
   우호교류를 통한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 중국 보타구(중학생 홈스테이), 미국 하와이카운티(고등학생 어학연수)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노인대학,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군민과 함께 펼치는 투명한 행정 실현

   군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제안 상시 접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특교세 4억원)으로 향우와의 만남의 장 마련
   군민과의 대화, 열린군수실, 5일시장 행복나눔 군수실, 희망토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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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

   정부 3.0 추진 및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민선6기 공약사항(6개 분야 28개 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공개
   군청사 증축공사로 쾌적한 민원환경 마련
   부채없는 곡성 실현(전남 시군 8번째) 
    ► 곡성군 지방부채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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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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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