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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지향적인 
SOC 확충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51.11㎞ 15,346

국가어항 개발 사업 4개소 1,186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2.8㎞ 1,770

지방어항 및 도서 종합개발 사업 23개소 483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4개소 137

완도 해양생물 특화(농공)단지 조성 110,193㎡ 135

국도 및 지방도 굴곡 위험도로 개선 5개소 6

개방형 수영장(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1개소 90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7개소 23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3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1개소 26

황금바다프로젝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사업 1식 60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종 86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12종 68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1식 11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 1식 18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사업 2종 24

양식어장 및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2종 12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1식 27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밭기반 정비 사업 4개소 52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 1식 30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00ha 9

과수 방조망 설치 시범 5개소 1

비파 가공 육성 시범 2개소 1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육성 사업 1식 19

고품격 문화․관광 자원 육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1식 5

가고 싶은 섬 가꾸기(소안, 생일,여서도) 사업 3개소 120

이순신 ․ 진린 장군 선양 사업 1식 450

완도군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 1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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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 1식 28

주민공동체 완도섬 여행 등대 사업 1식 7

2021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수립(용역) 1식 1

매력있는 지역 가치 제고

지역 활성화 개발 사업 3개소 150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금일,군외,고금,보길) 4개소 271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1식 100

해안치유의 숲 조성 60ha 6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개소 35

동백치유의 숲 조성 50ha 40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설 사업 1식 190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 1개소 16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개소 146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 1개소 143

소하천 정비 사업 2개소 4

금일·노화 농어촌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2개소 35

완도군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 4개소 27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708대 1

CCTV 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1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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