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성과 

2016년 



중앙부처, 국회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 : 2011년 대비 546억원 증가 

2011년 2012년 

연도별 예산증가 현황 

2,515억원 
2,657억원 

2,810억원 
2,849억원 

2,884억원 

 2017년 신규 · 계속 국비사업 644억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440억원 포함 

  

2017년 국도비지원 사업반영 1,567억원    ※전년대비 134억원 증가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농수산분야 예산 확대편성 : 2016년 558억원       2017년 677억원     ※119억원 증가 

2,454억원 
2,338억원 



군민소득 1조원 달성 목표 (단위 : 억원) 

2016년 농수산 소득 성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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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민소득 성과 : 8,238억원 

2016년 농수산소득 : 농업 2,968억원 
                                    수산 3,696억원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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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 

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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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명) 

2016년 관광객 유치 성과 

2016년 관광소득 : 1,574억원 

2014년 현재 

4,716 

2015년 

5,480 

2016년 

6,901 

2017년 

8,520 

2018년 

10,000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새로운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기반사업 및 인프라 구축 : 15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 1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 5종 11억원 

벼 포트 육묘 기계이앙 확대 보급 : 220ha 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 개축 1개소, 시설개선 20개소 

AI 특별 방역대책 추진 : 방역, 살처분 등 피해 최소화  

표고버섯재배 소득 및 시설 지원사업 : 6.3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 50억원  

김 활성화처리제 공급사업 등 3개사업 : 18억원  

전복 생산지원 : 3개사업 6억원 

축제식 해삼 육성장 조성사업 : 5억원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11개품목) :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 토론 

1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들샘, 하상굴착 -172개소,      양수작업-180개소 

스프링클러, 호스 등 긴급지원 50백만원 

 



1

친환경 유기농 및 가공업체 지원 확대 

김, 전복 양식시설 확대 

김 양식 현황 전복성패 현황 전복치패 현황 

김 전국 최대 생산량 
및 위판액 

- 생산량 85,045톤  
- 위판액 918억원 

친환경농업 4개년 계획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 지속 확대와 농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도행복 365 가공 추진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 

김, 전복 양식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수산소득의 획기적 증대 

전국 
799,000책 

기타 46,000책 

충남 68,000책 

전북 77,000책 

전남 606,000책(전국76%) 

진도 188,000책(전국24%) 

전국 
904,048칸 

진도 85,000칸 
(전국9%) 

완도 680,000칸 
(전국75%) 

기타 69,000칸 

해남 67,000칸 

전국 
803백만미 

진도 
227백만미 
(전국28%) 

완도 495백만미 
(전국60%) 

기타 81.3백만미 

친환경 유기농 면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현황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현황 

2014년 

2,884ha 

2016년 

3,160ha 

2014년 

66개소 
428억원 

2016년 

126개소 
844억원 

2015년 

75동 2.7ha 

2016년 

100동 6ha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 18농가 100동(부지화, 단호박, 포도) 

진도울금 가공공장 준공 : 최신 HACCP시설 연간 600톤 생산 
- 전국 이마트 155개 매장 울금분말 및 건조울금 입점, 슈퍼푸드 울금밥 출시 

인공씨감자 온실 사업단지화 : 향후 농가위탁재배 소득증대 

진도 검정쌀 ‘진도흑메’ 식물 특허 및 구기자 신품종 ‘진도5호’ 출원 

밤호박 재배 신기술 보급(연중 2기작 실용화) : 생산량 1,612톤 50억원 

원예특용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지원사업 : 67동 4.4억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63동 9.7억원 

표고버섯 유통센터 운영 : 63농가 25톤 6억 매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사업 지원 : 6개소 5.5억원 

항포구 소규모 가공・저장시설 구축 : 38개소 14억원 

2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 시설, 기술보급 등 확대 

1

8 



3      농수산물 판매 촉진 마케팅‧홍보 강화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보급 

- ktx 용산역사, 열차, TV, 버스, 택시, 창고도색 등 입체적 홍보 

    청정 농수산물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로 판매증대  

홈쇼핑(아임, 홈앤, NS)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판매 

농수산물 전시 박람회‧직거래 장터 참가 운영 : 3.5억원 

- 대형유통업체 및 GS리테일, 뉴코아백화점 기획전 참가(6회) 

-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운영(31회) 

대형유통업체 농수산물 납품 : 304억원(이마트, 홈플러스, 국순당 등) 

해외 수출 마케팅 강화 : 93억원(김, 미역, 멸치, 양배추, 단호박 등) 

진도몰 및 진도명품관 운영 : 3.3억원 

동방그룹,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MOU 체결 농수산물  

판매망 확보 

1

9 



쌀 소득보전‧친환경‧유기농‧무농약 등 직불금 : 74억원 

밭농업‧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 등 직불금 : 39.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유기농 종합보험료 지원 : 32.8억원 

농산물 안정기금 지급 : 3,060농가 5.8억원(벼 지원) 

어르신 소농직불금, 톤백 포장재 지원 : 4.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운영 : 농가경영비 절감 

- 조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농번기 휴일 운영, 순회수리 병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6.6억원 

4      농어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1



2

1      다시찾고 싶은 관광 인프라 구축 

2      무형문화재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체계적인 관리 

관매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 40억원(추진중) 

조도 전망의 섬 조성사업 : 28억원(추진중)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조성 : 70억원(준공) 

상만‧귀성 예술인촌 조성사업 : 69억원(준공) 

가사도 생태섬 조성사업 : 10억원(준공) 

쌍계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 10억원(준공) 

진도향교 대성전 해체보수공사 : 4.2억원(준공) 

진도 벽파정 복원정비사업 : 5억원(준공) 

남도진성 복원 및 보수정비공사(화장실, 남·동문루 보수) : 7억원 

진도 용장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 3.5억원(완료) 

군립민속예술단 운영 내실화, 상장례문화 커뮤니티 사업 등 

금봉 박행보 미술관 개관 : 기증작품 120점 전시 

향토문화회관 외부 리모델링 : 15억원(준공) 



제38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 관광객 590,750명 경제효과 449억원 

2016년 진도개페스티벌 : 관광객 21,706명 경제효과 21.7억원 

-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와 분리개최, 다양한 견종 참여‧이벤트로 성공개최  

2016년 명량대첩축제  : 관광객 38,000명 경제효과 24억원 

제7회 꽃게한마당 잔치 : 관광객 38,525명 5.5억원 판매 

2016 진도문화예술제‧진도아리랑축제 성공개최 ⇒ 문화예술 관광자원화 

3       축제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중국“웨이보”개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지속 홍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신비의 바닷길 유튜브 홍보 

운림삼별초공원 오토캠핑장 개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울돌목 주말장터 운영(매주 토·일요일) : 54천명 3억원 

남도한바퀴 진도노선 운영(매주 토·일요일) 

유명블로거 초청 관광 · 농수산물 설명회 

4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전개 

2



문화원, 관광진흥협의회, 문화예술위원회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진흥기금 50억원 조성 목표 본격 추진 : 4억원 조성 

민간부문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지원 

음식, 숙박, 교통, 농수특산물 판매업소 등 민간부문 지원 

군립민속예술단 상장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해외공연  

진도 알리기 운동 향우회 자발적 참여 유도 

어르신‧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등 도 체육행사 성공개최      군격의 향상 

전국 스포츠대회 14개 대회 성공 개최(51,000명) 

동‧하계 전지훈련 22팀 유치(7,169명) 

체육단체(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지원 : 21억원 

줌바댄스 체조교실 운영 : 매주 6회 시행 

5      관광문화예술 분야 민간역량 강화 

6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     경제효과 46억원 

2



1      주요 항만(어항) 및 도서개발사업 

2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SOC 확충 

3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 432억원(연약지반 처리 시공 중)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 388억원(착공) 

창유항 건설사업 : 146억원(총 공정률 53%) 

벌포항 건설사업 : 64억원(총 공정률 66%) 

도서종합 개발사업 : 16건 75억원(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도로 등) 

국도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 1,078억원(실시설계 완료 20km) 

초평~송군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공사 : 65억원(포장-준공단계 1.4km)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거제~안치 3.8km) : 147억원(착공) 

    해안일주도로 : 총연장 125km 중 106.3km 포장(포장률 85%) 



3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 가시화 

3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조성사업 : 1,007객실 3,508억원, 착공(터널공사) 

중국 장자도그룹 투자유치 탄력  

- 중국 장자도그룹 전복 수출 : 17톤 6억원  

- 중국 장자도그룹 해삼 씨뿌림 추진(대마도 5만미 방류) : 성삼 전량 수출계획 

- 진도해삼협회↔중국 장자도그룹 해삼활성화 업무 협약체결 

진도항 중국자본 투자유치 활동 : 중국 기업초청 설명회 개최 

인공씨감자 산업화 : 강원대학교・진도군・(주)시에스피 협약체결 

울돌목 해상케이블카(토지매입 완료), 급치산 모노레일, 스피루리나 팜스,  

장류사업, 관광호텔, 회동~모도 짚와이어 등 진행중 투자유치 조기실현 

펜션단지(송군마을 일원) 조성 ㈜산이건설 MOU 체결 



1      진도읍권 새 단장으로 인구유입 및 건물 신축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동외, 쌍정리 일원) : 60억원(추진중) 

LH 공공임대주택 : 170억원(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아리랑거리 간판정비 사업 : 35개 상가  80백만원(준공) 

진도읍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 101억원(설계완료) 

진도초-진도고 위험도로 정비공사 : 434m, 3.6억원(준공) 

2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재지 및 권역사업 등 추진 

4

도목지구 경관개선사업 : 20억원(준공) 

임회면‧조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140억원(준공) 

군내면‧고군면‧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193억원(추진중) 

돈지권역‧죽림권역‧동녘마루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 151억원(준공) 

금골‧오일시‧초사‧광석‧보전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 203억원(추진중) 

남동지구‧해창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 15억원(추진중) 

     모든 7개  읍·면에 소재지 및 권역사업 추진으로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 · 소득기반 구축 



4      범 군민 환경클린운동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 

3      도서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4

동거차 에너지 자립 섬 구축 : 93억원(준공) 

서거차 에너지 자립 섬 구축 : 107억원(추진중)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 4.6억원(여객선 운임 물류비 등) 

응급의료전용헬기장 건설 2개소(성남도, 나배도) : 3억원(추진중) 

찾아가는 무의도서 섬닥터 진료 29개소 1,702명 

오지‧낙도(16개 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환경클린운동 마을청소 참여 : 218개 마을(참여율 90%) 

환경클린운동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34마을 68백만원 

- 최우수 2개마을 각 1천만원, 우수 4개마을 각 5백만원, 장려 28개마을 각 1백만원  

환경클린운동 포인트제 추진 : 74개 단체 7,500여명 

어촌마을 해양 환경클린운동 참여 : 100개 어촌계 7,176명 

국도18호선 가로수 조성 등 아름다운 가로숲길 조성 8.5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11가구 2.3억원 



1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훈단체‧참전유공자 지원 : 7개단체 410명 3.5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310명 27억원  

장애인 시설‧단체지원(17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 시행  

출산장려‧양육지원금‧난임시술 지원: 1,392명 8억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운영, 한국어교육, 한마음축제 등) : 억원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 2,412가구 2.6억원 

2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제공 

5

분야별(생계,의료,주거,교육) 맞춤형 급여 : 4,291세대 67억원 

군민행복생활지원단 사회취약계층 1,629가구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집수리(217가구 9.9억원), 물품, 위문금 등 지급  

소외계층 1:1 매칭 방문사업 - 공직자 260명 자매결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 415건 2.2억원 



어르신 한글학교 운영 : 124개 마을 809명 참여 

노인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 : 2개소 11.5억원(준공) 

진도노인복지관 탁구장, 당구장 개장 및 어르신 체조 확대운영  

기초연금, 장수축하금  등 지원 : 20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1,429명 28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독거노인 결식 방지 

3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복지 서비스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청소년 지원기반 구축 

5

여성플라자 개관 :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통합복지서비스 공간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운영확대 : 160명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 252명 3억원 

2016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급 : 600명 24억원 

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 8개소 2.6억원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 : 380명 1.2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1.3억원 



5

5      군민 의료서비스 개선 

 6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교육 

인재육성장학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 : 104억원 

-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 :  239명  2억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외국어 및 방과 후 학습지원: 14억원 

2016 명문고 육성사업(진도고) 지원 : 2억원 

장학사업 확대지원 : 10개 기관‧학교 17개 사업 5억원 

군민 평생교육 운영지원 : 9개과정 463명 

군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3층) : 12억원 준공 

소아과 및 외래산부인과 운영 : 1,362명 2억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81명 98백만원 

B형‧C형 간염검사 보균자 발견 : 1,059명 

목포 한국 · 중앙병원, 해남 우리종합병원 만성신부전환자 

의료지원 MOU 체결 

찾아가는 구강관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40개소 13,4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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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유치현황  공모사업 
유치현황 

사 업 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부 처 명 사 업 비 

19,320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서·화·창 풍경길 조성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수역, 평산, 칠전, 죽청) 

사천지구 창의 아이디어 사업 

외해 침하식 가두리 전복 시범양식 시설 사업 

진도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2016년 친환경기반구축사업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2016년 마을반찬산업육성사업 

남도진성 전원한옥마을 명품숲 조성사업 

월가 배롱나무숲 조성사업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16년 지역특이암종 예방관리사업 

13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전남지역암센터 

9,200 

2,144 

2,000 

1,000 

2,000 

1,600 

904 

200 

100 

100 

60 

10 

2 

(단위 : 백만원)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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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표창 현황 기관표창 
현황 

표 창 명(평가명) 

2016 지역특산물활성화 부문 대상(공감경영대상/지방자치단체장) 

평가기관 시 상 금 

440.5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4년 연속) 

제3회 행복마을콘테스트 읍면 농촌운동분야(의신면) 국무총리상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2년 연속 우수상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 부스운영부문 우수상 

2016년 산림생태복원대전 최우수상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기반 마련) 우수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상 최우수상 

2016 귀농·귀촌 유치 추진 평가 장려상 

2016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농식품6차산업분야) 우수 외 8건 

20건 

(사)한국언론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 림 청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 

220 

20 

125 

- 

1 

20 

50 

1 

1 

(단위 : 백만원)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문화공로대상/지방자치단체장) 대한민국예술대상 조직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