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로컬푸드)

사업기간 2018 ~ 2021
총사업비
(백만원)

7,004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65%

추진부서
(협조부서)

유통지원과

(기획실)
담 당 자
(연 락 처)

이윤희

(5670)
 

 최종목표

m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

m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전(全) 단계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1

m (사 업 비) 7,004백만원

m (사업내용) 로컬푸드 직매장(해남읍)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로컬푸드 직매장
계획 계획

수립 부지확보 직매장
건축공사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실적 계획
수립 부지확보 직매장

건축공사 - -

공공급식지원센터
계획 계획

수립 조례제정 센터건립 센터운영 센터운영

실적 계획
수립 조례제정 센터건립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004 - 200 5,468 648 688 - -

국비 1,065 - 100 900 65 - - -
도비 336 - 20 270 46 - - -
군비 5,391 - 80 4,226 453 632 - -
기타 212 - - 72 84 56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
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7,504 - 200 5,468 648 1,188 - -(3,975) (188) (3,192) (595) -

국비
1,065 - 100 900 65 - - -(922) (94) (763) (65) -

도비
336 - 20 270 46 - - -(64.8) (18.8) (-) (46) -

군비 
5,891 - 80 4,226 453 1,132 - -(2,843.2) (75.2) (2,363) (405) -

기타
212 - - 72 84 56

- -(145) (66) (79)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해남 2030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완료

 - 계약금액: 금188,000,000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 용역기간: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 용역기간: 2018.  6. 18. ~ 2019. 2. 14.(8개월)

○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 로드맵 구축

○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교육 계획 수립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9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2019~2023)

 - 농식품부-전라남도-해남군 먹거리 협약 체결 

 - 국비 4,867백만원 지원 계획(총사업비 115억원)

○ 로컬푸드 부지 매입 관련 의견수렴(의회 간담회, 2. 11.)

○ 제1회 자체투자심사위원회 승인(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 총사업비 53.1억원(부지 매입 및 설계비 23.1억원, 직매장 30억원)

○ 지역푸드플랜 기반 조성                          

 - 1단계 생산자 조직화 교육(450명 수료) 및 순천로컬푸드 선진지견학(28명)

 -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20개소 설치사업 완료     ‘19. 9.

○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19. 5.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 공포   ’19. 7.

○ 직매장 사업비 국비 9억원 확정, 도비 2.7억원 요청      ’19. 8.

○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19. 8. 26.

 -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5,227백만원)       

○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확보                           '19. 9. 24.

 -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202백만원)

 -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소유자: 해남군, 면적: 2,078㎡)

○ 2019년 푸드플랜(로컬푸드) 교육(’19. 8. 21.) / 273명 참석

○ 해남군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 창립총회(’19. 10. 151.)  / 199명 참석 

○ 해남먹거리위원회 출범식 개최(’19.10.14.)

 - 3개 소위원회 8개 분과 59명 선발(당연직 11, 의회 2, 농협 2, 주민 44)

○ 해남 푸드플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및 홍보

 - 기간: 12. 2. ~ 12. 17. / 교육수료: 239명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 설계(’19. 12. 18. ~ ’20. 4. 15.) 

2020

○ 푸드플랜 기반 조성사업 추진(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 사업량: 30동/ 1동(330㎡) 기준 9,405천원(군비70% 6,583  자부담30% 2,822)

○ 2020년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공모 선정(‘20. 4. 9.)
 - 국비 10백만원, 도비 3백만원 지원 계획(총사업비 20백만원)

○ 「해남 2030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20. 5. 29.) 

○ 기획생산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컨설팅(’20. 6. ~ ’20. 12.)
 - 14개 읍·면 마을리더 푸드플랜 집합교육: 340명 
 - 마을로 찾아가는 생산자 교육: 14개 읍·면 320농가

 - 기획생산 참여농가 현장점검

 -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출하교육

 - 로컬푸드 가공품 생산자 의견 수렴



 이후 추진 계획

 기대효과

 m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산물 선순환체계 마련

 m 직매장 등 농촌형 일자리 창출과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중소·고령농 등을 배려하는 농촌형 복지 실현

연도 추진실적 비고

○ 공공(학교)급식센터 신축공사 준공: ‘20. 12.

 - 위    치: 마산면 상등리 516-1 외 1필지

 - 공 사 비: 332백만원(국비 65, 도비 45, 군비 222)

  - 건축면적: 224㎡( 1층 / 1동)

   • 저온창고 160㎡ / 사무실 32 / 포장실 24 / 냉장고 8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 입찰 및 착공: ’20. 12.

  - 위   치: 해남읍 구교리 301 외 1필지

  - 계약일자: ‘20. 12. 24.

  - 계약금액(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2,501백만원

  - 공사기간: ’20. 12. 28. ~ ‘21. 8. 31.

○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설립 협의(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연도(분기) 추진계획 비고

2021~

○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21. 5. 예정 
○ 지역농산물 공공(학교) 급식 사업 확대
 - 지역 내 농수축산물 지역생산-지역소비 공급체계 기반 마련
○ 직매장 개장 1개소
 - 로컬푸드 직매장 해남읍점 개장: ’21. 8. 예정
○ 푸드플랜 기반 조성 사업 완료 및 안정화 
 - 푸드플랜 기반 시설(직매장, 공공급식센터 설립) 설치 마무리
 -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사업 안정화 및 피드백
 - 지역 내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과 소비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안정적 공급 체계 완성
 - 타 지역과 MOU 체결을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 공급망 확보
 - 도농상생 공공급식(서울시-해남군) 공모 신청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해남푸드인증시스템 구축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와 연계 사업 추진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품질 인증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