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2009200920092009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년 특수공시 현황2009200920092009

연번연번연번연번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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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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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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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고령화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 뇌졸증 아토, ,․ 피,

천식 비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복합단지 필요,

⇒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우리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교우위 천연자원 이용 생약초

한방특구 및 개 연구기관 연계 전문 휴양시스템 구축3

㎡





22222222 목재문화체험장 우드랜드 조성. ( )목재문화체험장 우드랜드 조성. ( )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완료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완료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완료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완료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목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숲 치유체험을 목적으로 조성되목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숲 치유체험을 목적으로 조성되목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숲 치유체험을 목적으로 조성되목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숲 치유체험을 목적으로 조성되

었으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우드랜드 개발었으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우드랜드 개발었으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우드랜드 개발었으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우드랜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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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남도대학





3333333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완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완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완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완료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생활쓰레기 안정적 소각처리로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위생생활쓰레기 안정적 소각처리로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위생생활쓰레기 안정적 소각처리로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위생생활쓰레기 안정적 소각처리로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위생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차 환경오염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녹색 공간 조성차 환경오염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녹색 공간 조성차 환경오염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녹색 공간 조성차 환경오염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녹색 공간 조성2222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4.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4.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완료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완료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완료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완료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임산물의 산지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임산물의 산지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임산물의 산지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임산물의 산지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 ․․․․

육성 및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육성 및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육성 및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육성 및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 ㎡





5555..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APC)(APC)(APC)(APC)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농업 생산유통체계의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농업 생산유통체계의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농업 생산유통체계의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농업 생산유통체계의․․․․

규모화기업화 필요규모화기업화 필요규모화기업화 필요규모화기업화 필요․․․․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전략품목 표고버섯 대봉 등 중심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전략품목 표고버섯 대봉 등 중심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전략품목 표고버섯 대봉 등 중심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전략품목 표고버섯 대봉 등 중심 공동선별출하정산 등( , )( , )( , )( , ) ․․․․ ․․․․

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육성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육성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육성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육성

㎡

㎡․

㎡

․ ․

⇒





6666..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농농농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쇄락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촌인구 감소 등으로 쇄락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촌인구 감소 등으로 쇄락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촌인구 감소 등으로 쇄락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등 기반시설 정비등 기반시설 정비등 기반시설 정비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외지인들이 찾아 먹고 즐기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타 시장과의외지인들이 찾아 먹고 즐기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타 시장과의외지인들이 찾아 먹고 즐기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타 시장과의외지인들이 찾아 먹고 즐기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타 시장과의,,,,

차별화된 상설일요시장 개설을 통해 외부인과 지역민의차별화된 상설일요시장 개설을 통해 외부인과 지역민의차별화된 상설일요시장 개설을 통해 외부인과 지역민의차별화된 상설일요시장 개설을 통해 외부인과 지역민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

※※※※

㎡ ㎡

㎡





7777.. 탐진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장흥댐 건설로 탐진강 오염이 우려되므로 자연정화사업을장흥댐 건설로 탐진강 오염이 우려되므로 자연정화사업을장흥댐 건설로 탐진강 오염이 우려되므로 자연정화사업을장흥댐 건설로 탐진강 오염이 우려되므로 자연정화사업을

통한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사업 추진통한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사업 추진통한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사업 추진통한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사업 추진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탐진강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하천의탐진강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하천의탐진강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하천의탐진강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

의 심미적 만족에 기여의 심미적 만족에 기여의 심미적 만족에 기여의 심미적 만족에 기여

∼

∼





8888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으로 동질성을 가진 발전 잠재력이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으로 동질성을 가진 발전 잠재력이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으로 동질성을 가진 발전 잠재력이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으로 동질성을 가진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의 개발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의 개발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의 개발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의 개발

지역을 전원생활 여가 자연환경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지역을 전원생활 여가 자연환경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지역을 전원생활 여가 자연환경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지역을 전원생활 여가 자연환경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 ,, ,

다원적 기능 확충다원적 기능 확충다원적 기능 확충다원적 기능 확충





99999999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확충으로 어촌 소득증대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확충으로 어촌 소득증대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확충으로 어촌 소득증대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확충으로 어촌 소득증대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레저인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레저인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레저인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레저인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관광 인프라 구축관광 인프라 구축관광 인프라 구축





1010101010101010 사촌 장재도간 연육제방공사. ~사촌 장재도간 연육제방공사. ~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조류 소통 원활로 갯벌 퇴적 및 오염이 방지되어 생산성 향상조류 소통 원활로 갯벌 퇴적 및 오염이 방지되어 생산성 향상조류 소통 원활로 갯벌 퇴적 및 오염이 방지되어 생산성 향상조류 소통 원활로 갯벌 퇴적 및 오염이 방지되어 생산성 향상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통수를 통한 자연 생태계 가치 증진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통수를 통한 자연 생태계 가치 증진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통수를 통한 자연 생태계 가치 증진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통수를 통한 자연 생태계 가치 증진( )( )( )( )





1111111111111111.. 장평 용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장평 용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수질오염 및 지하수 고갈로 주민생활용수 부족수질오염 및 지하수 고갈로 주민생활용수 부족수질오염 및 지하수 고갈로 주민생활용수 부족수질오염 및 지하수 고갈로 주민생활용수 부족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에게 장흥댐 광역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에게 장흥댐 광역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에게 장흥댐 광역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에게 장흥댐 광역

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

→ →





1212121212121212..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로 남해 및 하천 수질오염 심각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로 남해 및 하천 수질오염 심각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로 남해 및 하천 수질오염 심각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로 남해 및 하천 수질오염 심각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생활하수 적정처리 방류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생활하수 적정처리 방류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생활하수 적정처리 방류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생활하수 적정처리 방류

․

↔





1313131313131313.. 노인건강체육시설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노인건강체육시설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로노인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로노인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로노인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로

소외감 해소소외감 해소소외감 해소소외감 해소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 장장장장

마련마련마련마련

～

㎡

▪

▪

～

～





장흥생활체육공원 궁도장14. ( )장흥생활체육공원 궁도장14. ( ) 조성사업조성사업

실 태실 태실 태실 태
생활체육인들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생활체육인들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생활체육인들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생활체육인들의 신체활동을 증대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로 소외감 해소참여로 소외감 해소참여로 소외감 해소참여로 소외감 해소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영위 및 군민화합의 장장장장

마련마련마련마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