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총 계 303,913

기획감사실

지역성장사업발굴,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투명
한 공직풍토 조성 및 자
치입법 역량강화, 규제
개혁, 납세자 권리 보호
, 각종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 역량 강
화

군정발전 신규시책 발굴
율(%)

100 정량 결과

819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율(%)

100 정량 결과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율(%)

50 정량 결과

등록규제 정비 실적율(%
)

50 정량 결과

인구 및 청년관련 시책
발굴율(%)

100 정량 결과

지방세고충민원등 처리
사항 수용율(%)

100 정량 결과

경상예산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
편성

주민참여 예산 반영율(%
)

50 정량 결과 491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
원으로 지역개발 기반
조성

국비 확보율(%) 100 정량 결과 17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주민복지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
달체계 혁신

자원봉사 활동지원 예산
집행율(%)

90 정량 투입

8,277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집행율(%)

95 정량 투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 예산집행율(%)

90 정량 투입

재해 및 이재민 구호 예
산집행율(%)

100 정량 투입

노후생활 소득증대와 노
인복지시설 및 어르신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노
인복지증진향상

기초연금 예산 집행율(%
)

98 정량 투입

46,032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예
산 집행율(%)

92 정량 투입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
비 예산 집행율(%)

90 정량 투입

다양한 사회안정망 구축
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자활지원 사업 예산 집
행율(100)

96 정량 산출

10,650

맞춤형 급여 예산 집행
율(100)

98 정량 산출

의료보호 지원 예산 집
행율(100)

96 정량 산출

긴급지원사업비 예산 집
행율(100)

91 정량 산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
우와 보훈단체 운영, 각
종행사 및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90 정량 투입

699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90 정량 투입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0 정량 투입

보훈가족예우(%) 9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주민복지실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평생교육 프
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한
다

노인프로그램 참여율(교
육참여율(%))

93 정량 산출 325

여성 직업훈련, 취미·
교양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로 사회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
로 여성 삶의 질적 향상
도모

여성 교양교육 프로그램
참여율(교육참여율(%))

85 정량 산출 375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
활교육과 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재활,자립 등 장애
인 재활복지 증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참
여율(교육참여율(%))

90 정량 산출 614

투자경제과

○ 에너지 안전 공급 및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
보물 제작(건수(건))

30 정량 결과

389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율
(건수(건))

626 정량 결과

도시가스 보급 세대수(
건수(세대))

80 정량 결과

○ 적극적인 투자유치활
동 및 기업하기 좋은 환
경 조성
○ 영암사랑상품권 판매
,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
활동(건수(건))

15 정량 결과

1,057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
적(인원수(인))

3 정량 결과

영암사랑상품권 판매실
적(판매액(억원))

10 정량 결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실적
(개소수(개소))

5 정량 결과

○ 고용창출 증대와 사
회적경제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한다.

정책사업 예산편성 비율
(%)

82.1 정량 결과 2,318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투자경제과

○ 고용창출 증대와 사
회적경제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한다.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실
적(%)

100 정량 결과

2,318

사회적경제 기업 증감율
(증감율(%))

10 정량 결과

○ 고용창출 증대와 사
회경제적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한다.

근로자복지증진(%) 100 정량 결과 200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를 위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 지원(집행
율(%))

100 정량 투입 262

○ 영암식품특화농공단
지 성공적 조성
○ 신북.군서 농공단지
유지관리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집행률(%))

100 정량 투입

534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집행률(%))

100 정량 투입

○ 대불국가산업단지 업
종구조를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화를 통해 구조
고도화 실현

대불국가산업단지 지원(
집행율(%))

100 정량 투입 1,097

○ 선진 교통행정을 구
현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운수업체 지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건)

600 정량 결과

8,855자동차 등록(%) 5 정량 결과

운수업체 지원 집행율(%
)

100 정량 투입

○ 에너지 안전공급 및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
업(건수(건))

30 정량 결과 104

총무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
정 구현

직무능력 향상교육(%) 100 정량 결과

7,409

각종 통계조사 실적(%) 100 정량 결과

방범용 CCTV 계획대비
설치 실적(%)

100 정량 결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100 정량 결과

읍면 마을이장 지원율(%
)

10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총무과

○ 국·내외 자매결연단
체 유대강화
○ 국민단체 및 사회단
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
사회 봉사자 및 지도자
육성
○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국내교류협력 달성율(%) 100 정량 결과

33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
비 정산율(%)

100 정량 결과

국민단체 보조금 지원대
비 정산율(%)

100 정량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계
획대비 지원율(%)

100 정량 결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초.중 무상급식지원 학
교수(지원학교수(%))

28 정량 결과 3,715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
현 및 군민 삶의 질 향
상

21영암포럼 운영 개최
실적(개최횟수(%))

4 정량 결과

349

행복학습센터 교육 실적
(교육인원)

150 정량 결과

0 공직자와 군민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
축한다.
- 통신환경 조성과 정
보통신 고도화 추진

읍면 마을방송시설 보수
정비건수(보수비율)

50 정량 결과

1,699

군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준공 완료)

50 정량 결과

○ 통합행정 서비스 구
현과 스마트 정보화 실
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개방 데이터 건수)

30건 정량 결과

1,104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점수(평가점수)

70점이상 정량 결과

군민 정보화 교육 실적(
교육인원)

450명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재무과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
고를 통한 지방세입 확
충과 계약과정의 공개로
공개로 공정한 계약문
화를 정착시킨다.

지방세 목표 달성률(%) 100 정량 산출

874

계약정보 공개율(%) 100 정량 산출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

100 정량 산출

주택가격조사 실적(%) 100 정량 산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쾌
적한 청사관리로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를 도모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율(%)

100 정량 산출

1,703

청사보수사업 추진 실적
(%)

100 정량 산출

읍면 청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
용자와 민원인에게 편익
을 제공한다.

읍면 청사보수사업 추진
실적(%)

100 정량 산출 507

문화관광과

우리군 관광명소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창출

관광홍보물 제작 성과(%
)

100 정량 결과

9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
적(%)

100 정량 결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
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
돋움하는데 기여

가야금테마공원 조성 공
정율(%)

100 정량 결과

4,461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공정율(%)

100 정량 결과

관광지 정비사업 공정율
(%)

100 정량 결과

문화유산 및 예술활동
지원육성을 통한 전통문
화 계승 발전 도모

예술단체 지원실적(%) 100 정량 결과

3,595

축제 및 행사의 프로그
램 수(수)

1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및 예술활동
지원육성을 통한 전통문
화 계승 발전 도모

축제 관광객 만족도(%) 100 정량 결과 3,595

유형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수정비로 원형의 보
존된 살아있는 역사 문
화환경 조성

문화재 보수 정비(%) 100 정량 결과

1,912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
리 지원(%)

100 정량 결과

중요목조문화재감시인력
배치사업(%)

100 정량 결과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군민의 삷
의 질 향상

도서관 자료 확충(집행
실적(%))

2,000 정량 결과

3,649

작은도서관 조성 및 육
성(등록수,이용율(%))

1 정량 결과

독서문화행사 및 프로그
램 운영(운영횟수(%))

55 정량 결과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
모델링(공정률(%))

1 정량 결과

홍보체육과

방송·신문·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효율적 군정 홍보로 군
이미지 향상을 도모한다

보도자료 제출건수(제공
건수(%))

100 정량 결과 1,408

○ 체육시설 확충 및 관
리를 통한 군민 건강증
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

80 정량 결과

7,79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100 정량 결과

국민체육센터 운영(명) 1,300 정량 결과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00 정량 결과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
육대축전(%)

10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홍보체육과

○ 체육시설 확충 및 관
리를 통한 군민 건강증
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제14회 전라남도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100 정량 결과

7,797

제3회 전라남도장애인생
활체육대회(%)

100 정량 결과

종합민원과

군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
현한다.

기한내 민원처리 실적(
건수)

17,569 정량 결과 218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
정보 관리로 군민의 재
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대행율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
대행율(필지)

7,000 정량 결과

239

지적측량검사(건) 4,000 정량 결과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율(필지)

100 정량 결과

194

부동산 거래운영(건) 100 정량 결과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및 토지이용 공간정보
제공
공간정보 연계활용시스
템 구축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
율(건수)

145 정량 결과

172

공간정보연계활용건수(
건수)

1 정량 결과

여성가족과

저소득 아동들이 건강하
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
도록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사례관리 아동 지원율(%
)

100 정량 투입

4,134

디딤씨앗통장 성과지수(
%)

90 정량 투입

ㅇ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진형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
공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율(%
)

100 정량 투입

18,370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목
표 달성도(%)

75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및 한부모·다문
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자
립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

여성취업 연계 인원수
목표 달성률(%)

100 정량 산출

1,854
다문화가족 지원인원수
목표 달성률(%)

100 정량 산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
구수(%)

100 정량 산출

ㅇ 위생관리 강화로 안
전한 먹거리 및 위생서
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한다

식중독 예방 예산액 집
행률(%)

90 정량 결과 246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
여

청소년수련관 월 평균
이용인원(명)

2,000 정량 결과

87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
비스 달성율(%)

100 정량 결과

환경보전과

○ 수질환경 보전 및 자
연 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환경
을 개선 한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
(%)

100 정량 산출

1,447

주민지원사업 추진(%) 100 정량 산출

○ 대기오염 배출 저감
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100 정량 산출

40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00 정량 산출

○ 자연환경보전 내실화
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
하는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 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100 정량 산출 107

○ 환경오염원 지속적
단속 및 환경관련 정책
추진과 단체지원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
전 한다.

지도단속업체수(%) 100 정량 산출

2,081

환경단체 지원(%) 100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환경보전과

○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주민복
지 향상에 기여 한다.

생활쓰레기수거처리(%) 100 정량 산출 1,595

○ 버려지는 자원의 재
활용으로 폐기물의 자원
화 및 생활 쓰레기의 안
정적 처리로 쾌적한 환
경 조성 한다.

소각시설 운영실적(%) 100 정량 결과 4,533

○ 어촌 소득 향상 및
수산자원 관리 한다.

어촌 소득 향상 및 수산
자원 관리(%)

100 정량 산출 1,322

친환경농업
과

농업인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 기반 구축으로 농
가소득 안정기반 및 농
업생산성을 제고한다.

전문적인 농업경영인력
육성(건수)

40 정량 결과

43,093

안정적인 농촌생활 소득
증대(집행액(%))

90 정량 결과

농기계공급 지원(공급량
(%))

90 정량 결과

각종 직불제 지원(면적) 90 정량 결과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

톤백수매기반구축실적(
건수)

14 정량 결과

4,117

산지유통시설 확충(건수
)

110 정량 결과

GAP인증농가 확대(인증
농가수)

625 정량 결과

친환경식재료안전성검사
실적(건수)

96 정량 결과

전남쌀 택배비 지원 실
적(건수)

13,334 정량 결과

친환경쌀브랜드홍보용샘
플쌀제작실적(포대수)

16,240 정량 결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지원금액)

100,000,00
0
정량 결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
(금액)(지원금액)

42,600천원 정량 투입

경쟁력 우위품목 재배
및 고품질 특용작물 생
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과수생산기반시설 계획
면적 대비 보급면적(%)

80 정량 결과 2,858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친환경농업
과

경쟁력 우위품목 재배
및 고품질 특용작물 생
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원예특작생산시설 계획
대비 지원면적(%)

90 정량 결과

2,858

1읍면1특품사업 신규품
목선정(%)

2 정량 결과

산림축산과

○ 지역 생활권 녹색공
간 조성

명품가로숲길 확대(%) 100 정량 산출 3,014

○ 생태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
은 산림의 자원화

조림사업 추진(%) 100 정량 산출

4,300

숲가꾸기사업 추진(%) 100 정량 산출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100 정량 산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율(
%)

100 정량 산출

○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지
원대상자 비율(%)

100 정량 산출

2,513

산립작물생산기반지원
대상지 비율(%)

100 정량 산출

임도사업 실적율(%) 100 정량 산출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율(
%)

100 정량 산출

○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해 최소화로 산림 생
태계 관리 및 군민 안전
을 확보한다.

건당 산불피해 면적 증
감률(%)

100 정량 산출

1,474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증
감률(%)

100 정량 산출

○ 동물 복지형 녹색축
산 실천을 통한 가축사
육 환경 개선으로 친환
경축산물 생산을 확대하
여 시장경쟁력 제고

가축 사육기반 확충(%) 100 정량 산출

5,780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100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산림축산과

○ 동물 복지형 녹색축
산 실천을 통한 가축사
육 환경 개선으로 친환
경축산물 생산을 확대하
여 시장경쟁력 제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100 정량 산출

5,780

축산물 생산·유통 개선
(%)

100 정량 산출

○ 축산물 안전 방역 관
리

가축방역 약품 구입 및
공급(%)

100 정량 산출 4,463

안전건설과

○ 취약지 가로등 설치
로 주민불편을 해소

가로등 설치 개소(개소) 150 정량 결과 1,995

○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및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
화

의용소방대사 보수(개소
)

3 정량 결과 86

○ 안전하고 쾌적한 도
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
로망을 확충

도로유지관리 예산집행
율(%)

90 정량 결과

3,230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예
산집행율(%)

90 정량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
예산집행율(%)

90 정량 결과

○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
여 농업생산성향상과 정
주여건 개선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
산집행율(%)

100 정량 결과

6,441
주민숙원사업 예산집행
율(%)

100 정량 결과

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
율(%)

100 정량 결과

○ 농업 기반시설 정비
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간척지내 농로포장 거리
비율(농로포장 km)

100 정량 결과

11,230
밭기반정비사업 완료지
구 수(완료지구 개소)

100 정량 결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거
리비율(경작로 포장 km)

10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안전건설과

○ 농업 기반시설 정비
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수리시설물 보수보강사
업비 집행(보수보강사업
비)

100 정량 결과

11,23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비 집행(한발대비용수개
발사업)

100 정량 결과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로 재난피해 예방

소하천정비 사업량(%) 100 정량 결과

4,537
지방2급하천 기성제 정
비 사업량(%)

100 정량 결과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100 정량 결과

○ 체계적인 사전 대비
로 재해를 예방하고 군
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100 정성 결과

857

자연재해관리체계 확립(
%)

100 정성 결과

○ 군민이 안심하고 생
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
암 조성

저화질 CCTV 교체(개소) 10 정량 결과 305

도시개발과

○ 군민의 기본적인 삶
의 질을 보장하고 소재
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
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학산면소재지 주요시설
물 유지보수사업(%)

100 정량 결과

410

원거리 자연마을 비상소
화전설치사업(%)

100 정량 결과

행복마을 정비계획(%) 100 정량 결과

전원마을조성사업(%) 100 정량 결과

학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00 정량 결과

○ 농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노후주택정비 및 빈집정
비 실적(%)

100 정량 결과

1,855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실
적(%)

10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도시개발과

○ 농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실적(%)

100 정량 결과

1,855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
(%)

100 정량 결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

100 정량 결과

달뜨는 집 운영관리(%) 100 정량 결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00 정량 결과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0 정량 결과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주
거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생활 안정 도모

사업대상 가구 지원 서
비스(%)

100 정량 결과 1,852

○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

예산액 집행율(%) 100 정량 결과 5

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율(100)

100 정량 결과

5,382UPIS 구축율(100) 100 정량 결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율(%) 100 정량 결과

○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
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
색에 맞는 자원을 개발
하여 소득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기반확충으
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권역 활성화에
기여

사업비 집행율(%) 100 정량 결과 8,964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 예산편성률 100 정량 결과 835

보건소

○ 공공보건기관의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군민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수
명연장을 위한 자가 건
강생활실천유도

금연 6개월 성공률을 높
임(%)

20.5% 정량 결과 6,064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보건소

○ 공공보건기관의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군민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수
명연장을 위한 자가 건
강생활실천유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소 수(개소)

50 정량 결과

6,064

치매등록환자수(명) 1,000 정량 결과

○ 감염병 발생 시기별
예방활동과 연중 감시
대응체계운영 및 예방접
종을 통한 인공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예방

전체인구의 60%이상 감
염병 예방 홍보(명)

53,435 정량 결과

1,961
의료비지원 결정건수에
대한 의료비지원 건수(%
)

95 정량 결과

국가예방접종완전접종률
(%)

93.85 정량 결과

농업기술센
터

○ 농업지도기반조성,
농업인전문교육으로 선
진 농업기술보유 농업인
육성

농업인상담소운영(건) 30,000건 정량 결과

4,564농업인교육(명) 6,300명 정량 결과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인
원(명)

2,000명 정량 결과

○ 첨단 과학영농시설
활용한 영암농산물 경쟁
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
술보급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유용미생물 분양실적(톤
)(%)

100톤 정량 결과

3,794
조직배양묘 분양실적(본
)(%)

80,000 정량 결과

토양검정 분석실적(건)(
%)

5,000 정량 결과

문화시설사
업소

○ 왕인박사 추모행사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통해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

왕인박사 추모 행사 개
최실적(횟수)

100 정량 결과 929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문화시설사
업소

○ 왕인박사 추모행사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통해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

유적지 조경 정비 실적(
횟수)

100 정량 결과 929

○ 역사성을 간직한 구
림도기를 보전 전승하고
영암의 우수한 도기문
화를 홍보하여 영암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도기 특별 기획전시 개
최 실적(회수)

100 정량 결과

390

박물관 방문이용 실적(
명)

100 정량 결과

○ 상설 및 특별기획전
을 개최하여 미술관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민에
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전시회 개최 회수(회수) 100 정량 결과 241

수도사업소

○ 체계적인 상수도 시
설물 운영 및 관리로 맑
고 깨끗한 물을 생산,공
급하여 주민보건위생 향
상과 식수난 해소기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추
진율

83 정량 결과

1,313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
업 추진율

1,150 정량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처
리사업 추진율

15 정량 결과

테크노폴리
스사업소

○ 대불산단내 체육시설
의 지속관리를 통한 군
민 건강증진과 환경정화
활동으로 근로환경 개선

체육시설 운영관리(%) 100 정량 결과

458대불산단 환경관리(%) 100 정량 결과

대불산단 교통행정운영(
%)

100 정량 결과

○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한 녹지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산단
이미지 구축

대불산단 도로정비(%) 100 정량 결과

2,237

대불산단 가로등 관리(%
)

10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테크노폴리
스사업소

○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한 녹지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산단
이미지 구축

대불산단 신호등 관리(%
)

100 정량 결과

2,237

대불산단 녹지관리(%) 100 정량 결과

대불산단 가로수 관리(%
)

100 정량 결과

대불산단 공원관리(%) 100 정량 결과

기업도시지
원사업소

○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영암국제자동차경주
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홍
보율(%)

100 정량 과정

28

F1경주장 활성화 지원
홍보(%)

100 정량 결과

F1경주장 모터스포츠대
회 지원(%)

100 정량 결과

기업도시개발사업 홍보
및 홍보매체관리(%)

100 정량 결과

기업도시개발사업 활성
화(%)

100 정량 결과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
및 지도(%)

100 정량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