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연중
총사업비
(백만원)

9,249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27.5%

추진부서
(협조부서)

안전도시과
담 당 자
(연 락 처)

신용화(5825)

김윤도(5494)
 

 최종목표

m 군민 재난대응 교육을 통해 재난발생 시 군민의 재난대응능력 제고

m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업으로 군민 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m (사업기간) 매년 실시

m (총사업비) 9,249백만원

m (주요내용)

  - 찾아가는 생활안전분야 교육 강화(남도안전학당 운영)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현황, 사고실태, 보행수칙 및 기초 교

통법규 등 안전수칙

   ·생활안전교육: 화재, 자살, 안전사고, 노인 건강 수칙 등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관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강진군안전교육종합체험관 탐방 지원

   ·교육내용: 교통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프로그램 체험

  -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

   ·해남 해리 위험사면 정비공사(위험사면 정비 L=435m)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공사(급경사지 정비 L=200m) 

4-1-7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재난현장 즉시 대응역량 강화)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2회 2회 2회 2회 2회

실적 2개사업 완료 2개사업 추진중 - -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계획 20개교 31개교 31개교 31개교 31개교
실적 19개교 8개교 - - -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계획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

실적 2개사업
(완료 1, 이월 1)

2개사업 추진중
(공사중 1, 설계중 1) - -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 1회 1회 1회 1회 1회

실적 1회 - -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9,249 1,207 1,207 1,227 1,327 1,427 1,427 1,427

국비 2,814 402 402 402 402 402 402 402
도비 154 22 22 22 22 22 22 22
군비 6,281 783 783 803 903 1,003 1,003 1,003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4,282
(2,653)

1,207
(1,207)

632
(592)

2,443
(854) - - - -

국비 1,108
(655)

402
(402)

210
(210)

496
(43) - - - -

도비 71
(57)

22
(22)

22
(22)

27
(13) - - - -

군비 3,103
(1,941)

783
(783)

400
(360)

1,920
(798) - - - -

 ※ 2018 명시이월 사업 576백만원(국 193, 군 383)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남도안전학당 운영: 66회 2,000명 / 강사 6명 / 교통, 화재, 전기, 가스, 폭염 예방 교육

○ 어린이 안전 체험탐방단 운영: 19개 초교 1,722명 / 안전교육종합체험관(강진)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4회

 -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안전점검, 한여름밤에 

축제장 안전점검, 관리부실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

○ 물놀이 안전시설(인명구조함) 설치: 3개소(현산 봉동, 삼산 어성교, 가학산 사방댐)

○ 안전한국훈련 실시(2018. 5.) / 가나안요양병원 / 대형화재 대피훈련

○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2018. 10.) /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 690가구

○ 여름철 폭염대책사업 추진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 572개소

 - 해남읍 주요 시가지 도로 살수 작업 실시 / 15일 

 - 생수 및 쿨토시 구입‧배부 / 무더위 쉼터 572개소, 읍·면사무소

 - 폭염특보 발령 시 군민 재난문자 발송

○ 음성경보시스템(9개) 및 강우량기(14개) 유지‧보수 관리

○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추진 / 3,457명

○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추진

 - 132개소(민박 등 127, 펜션 5) / 소방, 전기, 가스 분야 / 108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2019
(2분기)

○ 2019년 남도안전학당 운영계획 수립: 2019. 3.

  - 상반기 실적: 80회, 1,559명 교육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계획 수립: 2019. 3.

  - 상반기 실적: 8개교, 339명 강진군 안전교육종합체험관 탐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 18. ~ 4. 19. / 건축물·시설물 등 486개소 안전점검 / 

   지적사항 47개소(보수보강 45개소 및 현지시정 2개소)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추진: 2. 25. ~ 3. 22. / 점검인원:

   57명, 점검·단속: 2,561건, 지적·적발: 2,477건

○ 2018년 태풍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완료: 2019. 4. 15.

○ 읍·면 수방자재(톤백 등 13종) 구입 및 비치 완료: 6. 7.

○ 해남 해리 위험사면 정비공사 준공: 2019. 6. 24.

○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매입 완료(주택 2동, 토지 1 필지)



 이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m 평시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시 

군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피해 최소화

  m 반복적인 분야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군민안전 확보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19

○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분야 안전교육 강화

 -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2019. 4. ~ 11.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2019. 4. ~ 11.

○ 교통사고 예방 옐로우카펫 설치: 2019. 7. 한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즉시 초동대응 능력 강화

 - 자연재난 등 풍수해 대비 시설 예방정비 실시

 - 협업부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 실시 확대, 현장대응 훈련 실시

○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 9. 한

○ 삼산 나범 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4건 발주 및 공사추진: 2019. 12. 한

2020

○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분야 안전 실습교육 강화

 -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즉시 초동대응 능력 강화

 - 자연재난 등 풍수해 대비 시설 예방정비 실시

 - 협업부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 실시 확대, 현장대응 훈련 실시 

2021

○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분야 안전 실습교육 강화

 -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즉시 초동대응 능력 강화

 - 자연재난 등 풍수해 대비 시설 예방정비 실시

 - 협업부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 실시 확대, 현장대응 훈련 실시

2022

○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분야 안전 실습교육 강화

 -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즉시 초동대응 능력 강화

 - 자연재난 등 풍수해 대비 시설 예방정비 실시

 - 협업부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 실시 확대, 현장대응 훈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