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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  힘찬 새 성주



생명의 땅 

풍요롭고 행복한 내일을 위한 예측행정

더 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공감행정 

든든한 동반자로 찾아가는 배려행정

다함께 힘찬 새성주!

2016 성주군정은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혼을 담은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도시 부자성주 건설을 이룩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02ㅣ다함께 힘찬 새성주  04ㅣ2016년 삼오(5:5:5)시대 원년  06ㅣ일반현황  08ㅣ3대 성장 동력 사업

10ㅣ2015 군정성과  22ㅣ2015년 수상내역  24ㅣ2016 업무계획  46ㅣ부록

성주!

군민이 행복한 성주 건설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c 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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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삼오(5:5:5) 시대  원년

2015년은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속에 성주

발전을 위해 뚝심있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2016년에도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으로 우직한 소처럼 흔들림없이

군민행복의 『삼오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북의

우뚝서다

로

참외 맞춤형 액비개발

농업 6차 융복합 산업화 촉진

(참외 조수입 5천억)

지방교부세 2년 연속 도내 군부 증가율 1위

성주2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행복예산 5천억)

도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아파트, 다세대 주택 2000호 신축

(인구 5만명 달성)

친환경 농촌운동, 클린성주만들기

지방자치경연대전 대통령상 수상

별고을 성주

4 5



연    혁

성주군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of Seongjugun

Symbol of 
Seongjugun행정현황

재정현황

•가야시대 - 성산가야 (星山伽倻) AD 4세기

•신라시대 - 본피현 (本彼縣) AD 6세기 중엽

•고려시대 - 경산부 (京山府) 현종 9년 (1018년) 1군 14현을 영속

                   성주목 (星州牧) 충렬왕 34년 (1308년)

•조선시대 - 성주군 (星州郡) 고종 32년 (1895. 5. 26)

•면        적 : 616.14㎢ (임야 67%, 농경지 20%, 기타 13%)

•인구 및 세대 : 45,029명(남 23,076, 여 21,953), 21,444세대 (‘15. 12월말)

•행 정 구 역 : 1읍, 9면, 233리, 791반

•행 정 조 직 : 1실, 12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0읍면, 1의회과

   정원 567명/ 현원 599명 (2015. 12. 31일)

   10읍·면 : 성주읍·선남·용암·수륜·가천·금수·대가·벽진·초전·월항면

•자 매 도 시 : 서울 관악, 전남 무안, 강원 양양

•지 방 의 회 : 의원 8명

•지역경제 

- 제조업체 :  1,065개소 (섬유 235, 기계금속 348, 비금속 63, 기타 419)

- 산업단지 : 농공단지 3 (성주·선남·월항), 일반산업 2

•주요농산물 참외재배 현황

- 재배면적 : 3,655ha 

- 농 가 수 : 4,224호 (성주군 농가수의 56%)

- 생 산 량 : 160,460톤

- 조 수 입 : 4,020억원 (농가당 95,000천원)

  ※ 참외재배 면적 전국의 70%, 경북의 80%

새 : 비둘기

나무 : 은행나무

꽃 : 개나리

동작이 민첩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사람과 친근한 새로서 온화하고 

인자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군민의식을 뜻함.

내한성이 강하며 곧게 자라는 장수목으로 굳은 절개를 지키는  

선비정신의 표상임.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이식이 잘되고 맹아력이 강하여, 

역경을 견디며 타개하는 끈기의 군민정신을 나타냄.

성주군
상징

심벌마크

캐릭터 : 참돌이

브랜드 슬로건

•“별”은 『별고을 성주(星州)』의 빛을 의미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성주인의 진취적 기상을 표현

•“녹색”은 『국립공원 가야산』을 디자인하여 살아

   있는  대자연과 순수를 의미하며

•“푸른색”은 영남의 젖줄이자 옥토의 원천인 낙동강과 

   화합하는 성주군을 표현

•21세기를 준비하는 당차고 귀여운 모습

•성주의 상징인 참외, 가야산, 별을 형상화하였으며

•몸동작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 Clean으로 깨끗해지는 성주를 손글씨(캘리그래피)로 활기

차고 건강하게 표현하였고 C의 붉은별은 으뜸성주, 별고을 

성주의 이미지를 살렸음.

• Clean은 녹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성주는 밝은 파랑의 

색상을 사용하여 청정도시 성주의 자연환경을 담았음.

성주군은 성산가야와 유교문화 역사를

간직한 선비의 고장으로 해동 명산

가야산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려함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이

있는 고장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특산물인

성주참외는 전국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지역농업을 선도

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대구, 구미,

김천시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

하여 기업 투자 및 활동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현황 : 3,910억원

▶일반회계 304,000백만원    

▶특별회계 87,000백만원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22,546

62,221

133,095

4,300

144,264

24,574

[세출]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29,790

문화 및
관광 교육

24,905

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118,462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47,715

수송 및
교통

14,264

국토 및
지역개발

105,559

기타경비

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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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지역경제

앞서가는
일류농업

감동주는
복지행정

품격높은
문화창달

3대 성장
동력 사업
The Three Growth 
Engines Business

Vision and purpose 
of Seongjugun

군정비전 
및 목표

다함께 힘찬 새성주

군정비전

군정목표

화합하는 군민, 활력 넘치는 성주

[제1 성장동력]

명품 성주참외

성주 산업단지

생명문화와 관광

[제2 성장동력]

[제3 성장동력]

•「클린성주」를 통한 고품격 명품화로 참외 산업 경쟁력 강화

•참외 맞춤형 액비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한 제2의 농업혁명 실현

•1·2차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주변 여건 개선으로 경제 빅뱅 실현

•생명문화축제의 글로벌 문화축제로 도약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역사적인
행정문화
중심지

도시근교
시설원예
선진농촌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다양한
지역발전
자원보유

지역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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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혁신 실현1

 체감경제, 공감경제, 희망경제 실현2

 세계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 생명의 성지 마케팅3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4

 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 인프라 재창조5

도전의 2015년
군정성과

2015년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담대함과

저력을 보여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새로운 발전 기반을

든든하게 마련해 군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며 성주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10 112015 Administration Result



위기를 기회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혁신 실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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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성주만들기 사업”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친환경 농촌운동 발대식 개최 (‘15. 3. 26. 성밖숲)

   자원순환형 친환경 마을 조성

  ■ 폐 보온덮개 → 재활용제품 (부직포, PP 마대 등)으로 재생산

  ■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

  ■ 참외덩굴 소각 → 99% 이상 퇴비화

  ■ 참외불량과 → 98% 이상 수매, 자원 (액비, 벌사료 당액)화로 전환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분리거점 마련

  ■ 폐 보온덮개 무상 수거 및 재활용으로 깨끗한 들녘 조성

  ■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분리수거 거점마련

   클린성주 2단계 시행 → 군민의식 전환

  ■ 들녘 환경심사제 정착, 찾아가는 간담회, 나부터 클린실천 분위기 확산

고품질 참외생산을 통한 부자 농촌 실현

   참외 조수익 4,020억 돌파, 농가소득 1억원 이상 1,002농가

   고품질 참외 생산 지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 (파이프 교체 등 3개 사업 등, 7,415백만원)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5,000동, 4,000백만원)

  ■ 친환경 농가 멀칭필름 지원 (1,536동, 103백만원)

   고품질 참외 유통 활성화

  ■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576백만원)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 (320백만원)

  ■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 (5,113톤, 1,400백만원)

  ■ 맞춤형 액비 및 미생물 개발 (시범농가 253호, 400백만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공통사업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983백만원)

   한우 분야 : 한우개량사업 등 5개 사업 (368백만원)

   조사료 분야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83백만원)

   양돈 분야 : 불량모돈 갱신사업 등 4개 사업 (269백만원)

   양계 분야 : 계란난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32백만원)

   양봉 분야 : 꿀벌화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88백만원)

   흑염소 분야 : 축산관리용 CCTV 지원사업 (40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개별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74백만원)

주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2015년 수출실적 : 1,968백만원 / 636톤

   수출국 : 일본 외 10개국

참외(252톤)

723백만원

버섯(374톤)

1,163백만원

화훼(10톤)

82백만원

12 132015 Administration Result



체감경제, 공감경제,
희망경제 실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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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2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성공적 분양

 ■ 성주읍 예산·학산리 일원, 사업비 1,195억원, 949,787㎡ 

 ■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기타 제조업 등

    ※ 분양률 100%(52개 업체)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설립인가 : ‘15. 6. 19

 ■ 회 원 수 : 53개 업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공공근로사업 (161명, 393,419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명, 130,540천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7,000천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

   성주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15. 12. 17 개장)

 ■ 건축물(4동) : 1,668㎡ (식당, 점포, 상인회관 등)

 ■ 비가림시설 : 4,546㎡ (노점상 107, 할머니장터 16)

   도시가스 공급추진 (‘15. 6월, 210억원)

 ■ 배관공사 : 9.7㎞ (왜관 공급관리소~성주 공급관리소)

 ■ 공급관리소 : 주배관·건축물공사 및 기밀실험 완료

   성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발행규모 250억원)

   성주 경제살리기 100인 추진위원회 출범 (‘15. 9. 3, 성주군사회단체협의회)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2개업체)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센터, ㈜한따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2개업체, 88,400천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개업체, 10,000천원)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5. 10. 30. 성주시장

   내 용 : 열린채용 및 기업홍보관, 취업컨설팅 및 부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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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가야산만들기 사업 구체화

   가야산 등산로 추가개방 및 신계분소 신설건의

  ■ 가천면 신계리~칠불봉 등산로 개방 추진 (L=3.2㎞)

  ■ 가천면 법전리~수륜면 봉양리 등산로 개방 추진 (L=6.3㎞)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사업 (‘17년까지, 80억원)

  ■ 3개 코스 53.3km

   가야산 생태 및 역사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16년까지, 122억원) : A=49,270㎡

  ■ 가야산 자연학습장 유치 (‘16년까지, 80억) : 96,000㎡

  ■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운영

성주호 주변 레저관광벨트 추진 등
서부권 지역 발전 지원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운영

  ■ 관리사무소 1동, 숙박시설 19호, 등산로 등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 (‘16년까지, 80억원) : L=1.9㎞

세계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
생명의 성지 마케팅3

생명문화 등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2015 성주생명문화축제 (5. 14 ~ 17)

  ■ 33만명 관람객 축제장 방문

  ■ 세계장태문화와의 만남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명문화의 세계화 추진

   테마기행 길 『생명문화의 메카, 별고을 성주』 제작지원 (150백만원)

   『천년의 행차, 태봉안 3D』영상물 제작·지원 (150백만원)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추진

  ■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 개최 (‘15. 9. 11. 경북대학교)

지역 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 (93억원, A=41,457㎡)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 (‘16년까지, 108억원)

   성주 별고을 탐방로 조성사업 (4억원, L=12㎞)

   성산동고분군 사적 정비사업 (전시관·산책로 등, 194억원)

   한개민속마을 정비사업 (소방방재시설 및 지중화 사업 등, 1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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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4

저소득층 자활지원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사업 추진 (72명, 396,112천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61가구, 142,690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6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공공보육 서비스 기반 강화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 지원 (671명, 1,634백만원)

   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6개소, 848백만원)

   벽진어린이집 재건축 (1개소, 640백만원)

  ■ 전경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체결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내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35백만원)

   고등학교 방과 후 특별수업 및 기숙사 등 지원 (388백만원)

   성주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200백만원)

   중학교 방과 후 특별수업비 등 지원 (149백만원)

   초등학교 토요일 및 평일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비 지원 (100백만원)

   초·중학생 영어체험마을 학습지원 (344명, 142백만원)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현황 (120명, 10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 (385세대, 21,55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2,344건, 150,938천원)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5명, 98,181천원)

   위기 가구 긴급지원 실적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60세대, 66,670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45세대, 53,600천원)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기부 식품 배부 (55,328건, 45,586천원)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제자립 기반강화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연금 지원 (9,459명, 136억원)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효도수당 지원 (6명, 3,600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0명, 244,440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25명, 184,184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525명, 12,53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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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 인프라 재창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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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부터 안전한 항구적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

   소하천정비사업 (3개 지구, 41억원)

   재해예방대책사업 추진 (10개 읍·면, 21건, 1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년까지 133억원)

   재해위험하천 하도정비사업 (2개 읍·면 2건, 6억원)

지역별 소재지 및 권역별 정주 여건 개선

   용암면 소재지 농촌중심지활력화 사업 (‘18년까지 60억원)

   안포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8년까지 40억원)

   장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6년까지 5억원)

   성밖숲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6년까지 5억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3개면, 50억)

   지방상수도 리모델링사업 추진 (2개면 4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1개면, 3억)

   마을상수도 보급추진 (1개면 1억)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추진 (13개소, 2억)

생활체육 진흥 및 군민체육 인프라 확장

   성주 공설운동장 조성 (‘16년까지 205억원)

  ■ 본부석 및 스텐드 2,980석, 8레인 육상트랙 등

   낙동강변 친수지구 지정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437,270㎡)

   성주군민체육센터 증축공사

  ■ 2층 체력단련실 127㎡ 증축, 100백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 게이트볼장 4면, 그라운드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500백만원)

  ■ 선남 강변야구장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55백만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체육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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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상내역
성주발전, 군민행복을 위한 땀과 노력의 결실 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시책평가 최우수상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평가 우수상

‘14 제안제도 운영 우수상

토지행정업무 추진실적 우수상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상

‘15 상반기 자원봉사활성화 시군평가 우수상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2015 봄철 산불방지 추진 우수상

2015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상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2014 의약관리사업 우수상

보건시책사업 평가 우수상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 우수상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상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장려상

도유재산관리 실적평가 장려상

민원행정추진평가 장려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최우수상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최우수상

[2014 재정분석] 지방재정운용노력 부분 우수상

[2014 재정분석] 재정효율성 부분 우수상

맞춤형 급여 발굴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상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사업 우수상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우수상

어린이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장려상

2015 조달사업 발전기여 우수상

농업기술센터 운영평가 우수상

『우리 꽃 전시회』작품 평가 우수상

2015 조기집행 3월말 실적 최우수상

광복70주년 태극기달기 시책추진 최우수상

폐건전지 수거실적 평가 최우수상

지역개발사업 실적평가 최우수상

총 36건 4억 5천 7백만원 (상사업비 4억 5백만원, 포상금 5천 2백만원)

ㅣ2015년 군정 주요수상 실적 현황ㅣ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 달 청

농촌진흥정

산 림 청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2015 Administration Result

22 23



지역농업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발굴1

산업 간의 상생과 조화로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약2

생명의 고도, 문화융성 실현으로 문화관광 도시건설3

언제나 가까이, 미소 친절로 진정한 복지실현4

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 인프라 재창조5

행복의 2016년
업무계획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성주군정의 역점시책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며 행복도시 부자 성주 열어갑니다.

군민 여러분 성주군은 이런 대변화를 담아내겠습니다!

24 252016 Administration Plan



●성주 제1의 성장동력으로서 연간 조수입 4,020억원, 억대 농가 1,002호 달성

●성주참외의 미래 전략사업인 <Clean 성주 만들기>운동 추진

지역농업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발굴․

01.

성장과 변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6 업무계획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운동을 통한 성주참외의 명품화로 연간 조수입 

4000억과 억대 농가 1000호 달성으로 성주 발전 제1의 성장 동력이자 

성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앞서가는 일류 농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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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유상공급 지원 (400백만원)

■참외 저급과를 이용한 친환경 자원화 사업추진 (1,226백만원)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유상공급 지원

“Clean 성주만들기 사업” 2단계 사업추진

■사업내용 : 군민의식 변화 + 청정환경 개선 + 자원순환 사회 구축

■세부 추진계획 : 3대 목표 분야별 활성화 전략수립

농정분야 예산 350억원 투입으로 선진농업 기반구축 FTA 대비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각종 재해대비 농업소득보전 지원 (10,000호, 5,040백만원)

■농업전문 CEO 육성 (2명, 400백만원)

■후계인력 육성 및 현대화·규모화 지원 (45명, 9,000백만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등 4개사업 (4,816백만원)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인프라 구축

● 축산농가 통밥 및 왕겨 지원사업 : 180,000포, 540백만원

● 축산분뇨(양돈) 자원화 지원사업 : 20,000톤, 200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일리지 1,500톤 등, 170백만원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생산기반 지원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측창자동개폐기) : 1,000동 1,700백만원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무인자동방제기) : 150동 264백만원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점  적  호  스 ) : 20,000동 2,400백만원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자 동 개 폐 기 ) : 3,750동 3,000백만원

■유통지원

●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 : 5,000톤 1,400백만원

■해외시장 개척 (‘16년 계획 : 일본 등 10개국 550톤)

■홍보지원 강화

● 제주도 성주참외홍보관 운영등 145,500천원

명품 성주참외 소득증대 지원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 (‘18년까지, 50억원)

● ICT 융복합관, 6차산업관, 체험형 가족공원 등

■농촌관광 팜파티 시범운영 (30백만원)

● 체험, 음식, 농산물 전시 및 판매, 홍보마케팅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농촌 지역 신성장 동력발굴․

1. 지역농업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발굴․ 28 292016 Administration Plan



산업 간의 상생과
조화로 도농복합
도시로의 도약

02.

성장과 변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6 업무계획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고부가가치 전문특화기업 유치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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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단지의 운영 활성화로 경제 빅뱅 실현 일자리가 있는 성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성주

■성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연결도로 설치사업

   (‘16년까지 32억원) : L=0.46㎞, B=7.0m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및 지원강화

●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운영지원 : 운전자금융자추천(345억원), 이자차액보조(8억)

● 지역발전 우수기업 방문의 날 운영 (분기별 2개업체, 2백만원)

●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 지속가능한 상호발전 모델개발

성주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운영활성화 지원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소득원 발굴․
■일자리 박람회 개최 (‘16년 10월중)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150명, 393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40명, 130백만원)

시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상경인 보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상권 활성화 시책 추진

● 상경인 단체지원, 광고판 정비 및 대표·향토음식 개발 지원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지역사랑 운동 전개 등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7년까지 5,270백만원)

   : L=1.95㎞, 배수지 1식, 가압장 1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계 관로 설치사업 (‘16년까지 1,070백만원)

   : 중계펌프장 1식, 이송관로 (L=1.0㎞)

■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설치 (‘16년, 47억원)

●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차폐 수림 조성, 유수지 정비 등

성주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    황 : 3개 (성주·선남·월항) 농공단지, 477천㎡, 66개 업체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추진 정비계획 (배수로정비 등, 20억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추진
지역경제의 허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성 주 전 통 시 장  진 입 도 로  개설 (‘16년, 340백만원) : L=100m, B=8m

■성주전통시장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 (‘16년까지, 25억원) : 3층 135면

■성주전통시장 어린이 경제학교 운영 (‘16년, 6,540천원) : 관내 초등학생 200명 정도

2. 산업 간의 상생과 조화로 도농복합 도시로의 도약 32 332016 Administration Plan



생명의 고도,
문화융성실현으로
문화관광 도시건설

03.

성장과 변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6 업무계획

차별화된 문화 관광 콘테츠 개발과 세종대왕자태실 등

생활사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계 속의 생명문화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의 생태와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가야산 만들기 개발 추진을

통해 자연탐방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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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6년까지 80억원)

 : L=1.9㎞, B=10.0m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16년까지 108억원, 총연장 25.4km)

● 제1곡 ~ 제4곡, 회연서원, 무흘동천 소공원 등 기반조성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6년 3억)

성주호 주변 종합관광벨트 추진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 (‘16년까지, 14억)

● 전망대, 다목적 광장, 데크로드, 조경수 등

■낙동강변 둔치의 관광인프라 조성

● 샌드파크, 강수욕장, 리버마켓, 익스트림 레포츠장, 다목적 광장 등

성주의 관문, 낙동강 친수지구 개발

역사와 인물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땅, 성주 자연과 하나 되는 힐빙의 관광도시 조성

■성주 한개마을 정비사업 (‘18년까지 453억원)

● 퇴락가옥 정비 및 지중화 사업, 문화콘텐츠 발굴

■성산고분군 사적정비사업 (‘17년까지 194억원)

● 성산동고분군전시관 (2,600㎡), 고분 및 산책로 정비 (L=1.6㎞), 주차장 등

■성주 탐방로 개설공사 (‘17년까지, 15억원)

● 1구간 (선원교~성산교) : L=13㎞, 2구간 (성산교~봉학지) : L=14㎞

성주 생활사문화유적 정비 및 관광 자원화

■2016 성주생명문화축제 개최 

● 5. 19 ~ 22 (4일간) 성밖숲 일원

● 연계행사 : 태봉 안 행사, 유림장 재현, 태교음악회 등

■창작 뮤지컬 및 태(胎)문화 다큐멘터리 제작

■세종대왕자태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등재 추진

생명문화축제의 세계화 추진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16년까지 123억원)

● 신화 테마관, 칠불마당, 상아덤마당, 숲속쉼터, 탐방로 조성 등

■가야산선비산수길 (‘17년까지 80억원, 총연장 53.3km)

■국립공원 가야산 자연학습장 조성 (‘16년까지 80억)

● 네이처센터, 야외마당, 트레킹 코스, 치유의 집 등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17년까지 20억)

●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국립공원 가야산 등산 안내센터 등

■가야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 가야산 국립공원 가천분소 신설 (수륜면 신계·용사·법전 일원)

● 등산 및 탐방로 추가개방 : 신계~상왕봉 (3.2㎞), 봉양~법전리 (6.29㎞)

성주 가야산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성주 역사충절 관광자원개발 사업 (‘17년까지, 40억원)

● 사당, 내삼문, 전사청, 강당, 전시관 등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 (‘21년까지, 200억원)

● 기념관 건립, 생가 정비, 관장 및 공원조성 등

역사인물 현창 및 문화인프라 확충

3 생명의 고도, 문화융성 실현으로 문화관광 도시건설 36 372016 Administration Plan



언제나 가까이,
미소 친절로 진정한
복지실현

04.

성장과 변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6 업무계획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 자녀들이 

원대한 꿈을 키우는 최적의 교육 환경과 군민이 만족할 때

까지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감동 주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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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체감도 제고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구현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사람중심의 복지기반 마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1,800명 53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65명, 20억원)

● 장애인 처우개선 및 사회참여 활성화 (5개소, 952백만원)

● 저소득층 장애인 일자리 제공 (57명, 333백만원)

■맞춤형 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도모 (1,413가구 5,900백만원)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기반 구축 (88명, 980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회관 및 경로당 지원 내실화

■4세대 이상 효가정 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참한별 이동복지관 운영 (10회, 30백만원)

■희망복지단 운영 (111세대 295명, 405백만원)

군민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도시가스(LNG) 공급사업 적극추진 (‘17년까지, 공동주택 공급개시)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670가구, 155백만원)

■별고을택시 운영확대 (58개 마을, 3,965명)

서민 생활 편의성 제고 및 생활여건 개선

■보건소 정신건강증신센터 설치 (293㎡, 6억원)

■치매 예방관리사업 (만60세 이상 주민, 147백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0백만원)

■건강 고위험군 관리사업 (54백만원)

■벽·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방진료

Clean 성주, Healthy 성주, Happy 성주 만들기

■방과 후 특별수업지원 등 지역교육기반 구축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120명, 10억원)

■초·중·고 학력신장 사업추진 (940백만원)

■초·중·고 성적우수자 및 대학 진학자 장학금지원

지역교육환경 개선 등 인적자원 개발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

■성주체육공원 (공설운동장) 건립 (‘16년까지 205억)

● 본부석 및 스텐드 2,980석, 육상트렉 8레인, 잔디광장 등

■산림 경관을 활용한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생활체육 진흥 및 군민체육 인프라 확충

4. 언제나 가까이, 미소 친절로 진정한 복지실현 40 412016 Administration Plan



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
인프라 재창조

05.

성장과 변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6 업무계획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등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와 도심지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특성에 부합

되는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

으로 정비하여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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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년까지, 61억원) 

● 교량개설 L=102.5m, 접속도로 L=346m, 하천정비 L=812m

■대산지구 (삼봉 잠수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년까지, 51억원) 

● 교량개설 L=100m, 하천정비 L=1,082m

■창천지구 (개곡 잠수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년까지, 55억원) 

● 교량개설 L=140m, 하천정비 1식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경산지구) 정비사업 (‘16년까지, 36억원) 

● 사면정비 7,302m

재해위험지구 정비

■성주군 관망정비사업 (‘20년까지 65억원) 

● 성주군 블록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3개면, ‘17년까지, 316억) 

■성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1년까지, 509억원) 

● 관로 L=76.8㎞ (우수 L=9.5㎞, 오수 L=32.9㎞, 배수설치 L=34.4㎞)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년까지, 94억)

■선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9년까지, 260억원) 

● Q=700㎥/일, L=34.7㎞

■성주역사테마파크조성 (‘19년까지 76억)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성주건설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구축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7년까지, 94억원, Q=6,000㎥/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7년까지, 53억원)

■외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8년까지, 147억원, L=8.0㎞)

■대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21년까지, 261억원, L=8.0㎞)

■문덕천 정비공사 (‘16년까지, 25억원, L=1.5㎞)

■도남천 정비공사 (‘17년까지, 35억원, L=3.2㎞) 

■어산천 정비공사 (‘17년까지, 21억원, L=1.4㎞) 

■안조실천 정비공사 (‘18년까지, 31억원, L=2.5㎞)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계획 (‘17년까지, 350억, L=16.1㎞) 

■묵산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6년까지, 15억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재해·재난으로부터 항구적 안전도시 건설

■지방도 903호선 확·포장공사 (‘18년까지, 370억원)

● 증산면 장천리 ~ 가천면 용사리, L=4.98Km, B=9.5m, 터널 1,150m

■지방도 905호선 확·포장공사 (‘18년까지, 233억원)

● 성주읍 예산리 ~ 초전면 칠선리, L=4.0Km, B=18.5m

■동서3축 (성주 ~ 대구간) 고속도로 예타추진 (10억)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5. 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 인프라 재창조 44 452016 Administration Plan



1경 ㅣ 가야산 만물상 3경 ㅣ 회연서원과 봉비암 4경 ㅣ 포천계곡

5경 ㅣ 성밖숲 7경 ㅣ 한개마을 옛담장 8경 ㅣ성주 비닐하우스6경 ㅣ세종대왕자태실

2경 ㅣ독용산성과 성주호

부록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해동의 명산 가야산을 배경으로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성주군은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성주 8경」을 발굴해 

전국의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가야국 건국설화 속에 정견모주가 금방이라도 내려올 거 같은 가야산 만물상과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세종대왕자태실 등이 대표적이다.

부 록 보고, 즐기고, 느끼는
살아 숨쉬는 고장 성주

성주 8경

성주 여행길

2016 주요사업 현황

소재지 - 성주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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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야생화식물원

생명문화공원

가야산백운동야영장

한주종택

성주가나안농장

푸른문화촌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대구포항간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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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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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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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원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성주호아라월드

금수문화예술마을

봉비암(제1곡)

회연서원 성주오토캠핑장

초전초교

Seongju Tourist Map

「생·활·사」의 생명문화와 유교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남의 큰고을 성주!

해동의 명산 가야산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간직한 수려한 자연경관에 흠뻑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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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총사업비 내   용 사 업 명 총사업비 내   용

2016년
주요사업 현황

가야산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80억원
■위치 : 수륜면 봉양리 산122번지, 

■기간 : 2014년~2016년  ■사업량 : 149,863㎡

성주역사충절관광자원개발사업  40억원
■위치 : 수륜면 신파리 140-2

■기간 : 2014년~2017년  ■사업내용: 역사충절교육관, 사당 등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123억원

■위치 : 수륜면 백운리 산62-4

■기간 : 2010년~2016년  ■사업내용: 신화테마관 등(49,770㎡)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108억원
■위치 :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일원

■기간 : 2012년~2016년  ■사업내용: A=56,460㎡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  14억원
■위치 : 선남면 소학리 일원

■기간 : 2015년~2016년  ■사업내용: 다목적광장, 나무공원 등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0억원
■위치 : 가천면 신계리 일원

■기간 : 2016년~2017년  ■사업내용: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등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76억원
■위치 : 성주읍 백전리 일원 ■기간 : 2016년~2019년  

■사업내용: 성주사고 재현, 성주읍성 복원 등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사업  80억원 
■위치 :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일원

■기간 : 2012년~2017년  ■사업내용: 4개코스, 53.3km

성주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94억원 
■위치 : 성주읍 대흥리 일원

■기간 : 2014년~2017년  ■사업내용: 실내체육관, 국궁장, 씨름장

성주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LED간판 설치
3.3억원

■위치 : 성주읍 경산리 전통시장

■기간 : 2016년  ■사업내용: : L=100m, B=8m

성주시장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 25억원
■위치 : 성주읍 경산리 전통시장 

■기간 : 2015년~2016년  ■사업량: 3층 135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518억원 ■공원조성, 탐방로 개설, 도로확장 등

성주로 경관정비사업 60억원
■위치 : 성주읍 경산리 성주로 일원

■기간 : 2016년~2017년  ■사업량: L=0.9km, B=15m~35m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0억원
■위치 : 가천면 성주호 일원  ■기간 : 2016년  

■사업내용: 숲길정비, 이정표 등

섬안지구 배수개선사업 57억원
■위치 : 성주읍 백전리, 용산리 일원  ■기간 : 2015년~2017년  

■사업내용: 배수장1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2.2km

성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0억원
■위치 : 성주읍 일원

■기간 : 2016년~2020년  ■사업내용: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선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원 
■위치 : 선남면 일원  ■기간 : 2016년~2020년  

■사업내용: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수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1억원 
■위치 : 벽진면 수촌리 일원 ■기간 : 2014년~2016년  

■사업량: 교량개설 L=102.5m, 접속도로 L=346m, 하천정비 L=812m

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억원 
■위치 : 월항면 대산리 일원■기간 : 2014년~2016년  

■사업내용: 교량개설 L=110m, 접속도로 L=500m, 하천정비 L=1,000m

창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5억원
■위치 : 가천면 창천리 일원■기간 : 2016년~2018년  

■사업내용: 교량개설 L=140m, 하천정비 1식

성주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
53억원

■위치 :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기간 : 2014년~2016년  

■사업내용: 배수지 1식, 관로 L=1.95km, 가압펌프 1식

성주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11억원

■위치 :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기간 : 2014년~2016년  

■사업내용: 배수지 1식, 관로 L=1.95km, 가압펌프 1식

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설치사업 47억원
■위치 : 성주2일반산업단지 지내■기간 : 2016년  

■사업내용: 산업단지관리공단 신축, 진입도로 차폐수림 조성 등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 50억원
■위치 : 성주읍 대흥리 농업기술센터 지내

■기간 : 2016년~2018년  ■사업내용: ICT융복합관, 6차산업관 조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가지방상수도)
166억원

■위치 : 대가면 일원  ■기간 : 2013년~2018년  

■사업량: 송수관로 L=10.5km, 배수관로 L=36km, 급수관로 L=27.5km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륜지방상수도)
127억원

■위치 : 수륜면 일원■기간 : 2013년~2018년  

■사업량: 배수관로 L=27.9km, 급수관로 L=28.2km, 배수지 1개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금수지방상수도)
 20억원 

■위치 : 금수면 일원■기간 : 2013년~2018년  

■사업량: 배수관로 L=5.1km, 급수관로 L=11.6km

선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원
■위치 : 선남면 도흥, 소학, 도성, 용신리 일원 ■기간 : 2016년~2019년

■사업량: 하수처리장 Q=700㎥/일, 하수관로 L=19.7km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350억원

■위치 : 성주읍 일원■기간 : 2015년~2017년  

■사업량: 우수관로 L=16.1km, 우수받이 14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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