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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시민과 기업을 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미래

  성장 1
00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의 추진 방향 

지역 기업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및 청년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동반 상승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구축하고 지역 고용의 중심축 

역할로서 지역 기업과 지역주민 간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주시의 성과

 2014 추진 성과  

■ 2014년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 참여기업 : 261개기업 / 구직자 : 3000여명

    - 내용 :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혁신도시 이전기관 홍보 등

■ 전라남도 일자리 공시제 선포식 개최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 나주직업훈련원 기업체 간담회

■ 혁신도시‘빛가람 일자리정보센터’설치 

    -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연관기업 취업알선(전남도,나주시,광주시 공동운영)

■ 관내 기업체 채용현황 및 인력 수요조사
    - 대상 : 관내 90개 기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수립시 반영

■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S 선정

■ 2014년 전라남도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취업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 

에너지밸리 인력양성으로 지역 내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취업과 훈련 연계를 통해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61-339-8313

전남도 일자리 한마당 최우수 기관 선정 |

관련 
통계

2014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목표

6,984명

실적

8,152명

116.7%

 82 83 

백서민선 6기



2015 추진 성과 

■ 기업인과의 간담회
   - 대상 : 산업 및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인 / 내용 :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등

■ 시민원탁회의
   - 참석자 : 150명 / 내용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 청취

■ 진로콘서트 개최
   - 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2000여명 / 내용 : 직업체험, 적성검사 등

■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유치 : 사업비 연간 5억원
   - 내용 : 조기진로 지도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전라남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 220개사 / 구직자 : 2000여명 / 취업성과 : 170명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 A 선정

2016 추진 성과 

■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 취업정보센터▶일자리지원센터 명칭변경

■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대회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 150개사 / 구직자 : 1000여명 / 취업성과 : 70명 

■ 전라남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 180개사 / 구직자 : 800여명 / 취업성과 : 154명

■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영(전담인력 5명)
   -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취업버스 운영 : 36회 58명취업

   - 예비 취업준비생 사전등록제 운영 : 223명 등록관리, 69명 취업

   - 이전기업 인력채용 지원 : 기업설명회 2회, 현장면접 4회, 15명 취업

   -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실시 : 1회

■ 2016년 나주시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대회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16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 A 선정 

2017 추진 성과 

■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대상 : 대학재학생 및 휴학생 47명 / 내용 : 공공행정분야 체험기회 제공

■ 입주기업 간담회
   -  대상 : 산업 및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 목적 :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 

운영 환경 개선 및 일자리창출

■  취업과 훈련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추진을 위한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수립

■ 2017 구인구직만남의 날 및 청년 희망버스 운영(연중)
   -  참여기업 : 32개 기업 / 구직인원 : 142여명 /     

참여인원 : 404명 / 취업인원 : 81명

■ 에너지밸리 채용박람회 개최 
   - 참석자 : 에너지밸리 입주 21개 기업 / 내용 : 전기, 기계 등 채용상담

■ 기업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 전기에너지, 전산세무회계 과정

   - 교육인원 : 80명(전기 50, 회계 30) / 성과 : 43명 취업

■ 진로콘서트 개최 (3일간)

   -  참석자 : 관내 초중고 학생 3000여명 / 내용 : 직업체험, 적성검사, 직업상담 등

■ 전라남도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 217개사 / 구직자 : 508명 / 취업인원 : 168명 

■ 2017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7년 기업환경 만족도 평가(대한상공회의소) S 선정

■ 2017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2018 추진 성과 

■ 역내 일자리통합지원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업연계
   -  구인·구직상담, 산업단지별 기업채용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기업발굴

   - 혁신산단 협의회 및 고용노동부 협업 기업간담회 개최

   -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한 기업과 구직자간 현장면접의 장 마련

   - 제1회 나주시 잡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기획 및 추진 등 

■ 구인·구직만남의 날 4회 진행 참여업체 9기업, 참여구직자 대상 채용 11명

■ 찾아가는 이동상담 11회 실시 관내대학 107명 참여 , 운전시험장 등 이동상담)

관련 
통계

2015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목표

7,104명

실적

7,769명

109.7%

2016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목표

8,020명

실적

8,259명

103%

관련 
통계

2017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목표

8,141명

실적

8,377명

102.4%

2014 / 2016 / 2017
전라남도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최우수상

 84 85 

백서민선 6기



일자리정책박람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장관상

■ 2018년 제1회 나주시 잡페스티벌 개최
   -  참여기업 11개사, 유관기관 10개사, 취업컨설팅 4개, 이벤트 및 부대행사로 

300여명 참석  

■ 전남형 동행일자리 에너지밸리맞춤형 인력양성 : 25명 취업

■ 지역산업과 연계한 에너지밸리맞춤형 고용창출 
   - 전기기능사 20명 모집 / 13명 수료 / 10명 취업 연계 / 자격증 취득 : 전기기능사 13명 

   - 전산세무회계 25명 모집 / 17명수료 / 15명 취업 연계

   - 자격증 취득 : 전산회계·세무 1,2급 36명, ITQ 7명 

■ 에너지신산업기능융합전문가양성과정 : ７명 취업

■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직무수준별 전문인력양성 
   - 전기산업기사 15명 모집 / 11명 수료 / 7명 취업 연계

   - 자격증 취득 : 전기산업기사 5명

■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 청년일자리 침체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활성화 기반 마련

   - 청년구직상담 149건, 취업스터디 91명 참여, 교육훈련연계 13명, 취업 35명 연계

      청년취업캠프 40명 참여, 취업역량강화 특강 18명 참여

   - 일자리카페를 활용한 청년들의 취업스터디 지원 및 구심점 역할 

■ 전남 동행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지원사업: 97명 취업
   - 청년고용장려금 및 구직촉진활동지원금 지원

   - 고용장려금 400천원*3개월 최대 2,400천원 지원 : 18개사, 취업 29명 

   -  구직촉진활동지원금 200천원*3개월을 400천원*3개월으로 변경   

최대 1,200천원지원 : 지원금 115명, 취업 68명

   - 취업역량강화 특강 2회 실시 54명 참여 및 지역내 기업 간담회 2회 개최

■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 청년근로자 공공일경험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세부사업명 : 에너지밸리일자리창출지원단

   - 청년근로활동 지원 : 10명 중 현재 5명 민간취업연계

■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평가 S등급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관련 
통계

2018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목표

8,313명

실적

18,791명

226%

앞으로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나주시 잡페스티벌 지속 개최 
  -  잡페스티벌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대표 일자리 

행사로 자리매김함으로 지역내 일자리 활성화

  -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에너지밸리로 이전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이전기관 

참여율 향상

■ 산업단지 기업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 산단별 기업수요조사 실시 및 기업분석을 통한 데이터화 기업 사후관리

  - 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운영

  - 지역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방지 

■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 기업과 구직자간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해 현장면접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한 취업정보 취약계층에게 현장 고용서비스 지원

■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지역산업에 맞는 에너지밸리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기업수요조사를 통한 숙련 및 심화과정 운영으로 현장 전문가 양성

■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을 통한 청년일자리 활성화
   -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16개 공공기관 스터디 지원

   - 관내 고등학교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 취업역량 특강 및 캠프 운영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
   - 기  간 : 2017. 7. ~ 2020. 12.

   - 사업비 : 6,781백만원

   - 규  모 : 부지 2,909㎡, 건물 680.72㎡(5층)

관련 
통계

2014-2018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26%

116%

109%
10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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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민선 6기



청년 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다양한 교육과 취업연계로 청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합니다미래

  성장 1
002

청년 일자리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이란?

기업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과 취업 연계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 

맞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61-339-8294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 |

일자리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배경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구인난과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문제 모두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고용 관련 단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보조, 관리 감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2015년에는 관내 및 투자유치 기업과 혁신도시 연관기업의 필요인력 

수요 조사 결과에 의한 기업 맞춤형 인력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주직업훈련원을 운영하여 용접, 전기 설비, 세무, 회계 등 255명의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여 청년 및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6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스마트 에너지관리 등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36명의 취업자를 배출했으며, 천연 염색 분야 

상품개발교육으로 교육생 28명 배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시설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29명의 취업자를 배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지역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신대학교에 대학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전력 1명, 우리은행 1명, 

해외취업·인턴십 13명 등 총 188명의 취업 실적을 내었으며 나주시 

일자리 센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청년 희망버스 운영, 이전기업 

인력 채용 지원, 구인구직 알선으로 총 805명의 취업인원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 교육인력 양성사업으로 가상·증강현실 

교육과정으로 17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맞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중 교육 훈련 사업은 나주시와 관내 

3개 사업 수행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의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하여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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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자리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청년일자리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다양한 교육과 

취업연계로 많은 인적자원과 취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지역산업 맞춤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지속 참여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속 참여

■ 전남도 동행일자리사업 지속 참여

■ 정부부처 각종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안정적인 삶의 나주시민미래

  성장 1
003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61-339-8294

대학생 행정체험단 시장님과 대화 |

나주시 천연 염색 문화 재단에서 천연 염색 기반 섬유 패션 분야 교육을, 

사단법인 전남 고용노동 연구원에서 배전 전공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에서 전기 기능 및 전산 회계 

분야 교육을 개설하여 총 167명의 교육생 및 청강생이 교육을 수강하며 

취업과 창업을 위해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소양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수강생 중 65명이 관내 외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으로 성장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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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배경

100대 국정과제 중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현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 체험단 운영, 생태숲 가꾸기 등으로 진행 중이며,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기타 사업의 4개 

분야 세부사업들로 2015년 사업비 245백만원 참여자109명, 2016년 

463백만원 154명, 2017년 516백만원 169명, 2018년 상반기 사업비 

487백만원 106명으로 사업비 및 선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책 일자리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 

8개 분야의 세부사업들로 2015년 사업비 369백만원 참여자 170명, 

2016년 사업비 357백만원 참여자 107명, 2017년 사업비 270백만원 

참여자 93명, 2018년 상반기 사업비 178백만원 43명으로 매년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주변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행정 체험단 운영사업은 2016년 60백만 원의 사업비로 35명, 

2017년 60백만원 50명, 2018년 136백만원 100여 명의 대학생에게 행정 

체험을 진행하여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시민들의 소득증진 및 취약계층 

생활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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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연대와 공생의 가치를 통해 함께 행복한 나주미래

  성장 1
004

사회적 경제조직 이란?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활동을 

지칭합니다.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연대와 공생 등의 가치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생명의 경제, 인간중심의 경제라고도 합니다. 주요 조직 

유형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061-339-8162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행사 |

사회적 경제조직이 필요한 이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양극화·환경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및 사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필요합니다. 

관련 
통계

나주시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나주시의 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사업,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2016년에 추진한 나주시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4년간 14개 기업이 

인력을 고용, 전문 인력 지원을 포함한 196명,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2개 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천만원 덜어주었고, 12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7억원을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비 등 

사업개발비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 등을 위해 

우리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발굴, 홍보·판로개척, 

올(ALL)프리마켓, 사회적 경제 문화축제(팜파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4개 사업에 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7개기업에 1억원의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전남형 예비·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4대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에게 인건비, 운영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5
36

48
54

63

- 2014년 25개
    사회적기업 6,  마을기업 7,  

협동조합 12

- 2015년 36개
    사회적기업 7,  마을기업 9,  

협동조합 20

- 2016년 48개
    사회적기업 8,  마을기업 11,  

협동조합 28, 사회적협동조합 1

- 2017년 54개
    사회적기업 10,  마을기업 11, 

협동조합 32, 사회적협동조합 1

- 2018년 63개
    사회적기업 17,  마을기업 12,  

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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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는 1억원을,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는 3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12개 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시책추진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잠재적 인적자원을 사회적 경제 창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로의 참여 유도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우리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나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새로운 10년 도약의 의미를 

담아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고 제품 나눔과 소비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는 

지역과 하나 되는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경제조직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나주형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여 『나주형 모델』로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모델을 타 기업에 

전파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재정지원 종료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타 시군과 구별되는 우리시만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정책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주시의 사회적 경제조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실업문제 해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경제로써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현 정부의 관심도 큽니다. 현재 2018년 6월 기준으로 

나주시 사회적기업은 17개, 마을기업은 12개, 협동조합 33개입니다. 

앞으로 나주시에서는 시민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 중간지원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설명회 홍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보조 

사업을 통해 나주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회계담당자 등 시청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여, 4년간 17억 1천4백만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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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완료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미래

  성장 1
005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73번지 일원 303,429㎡에 사업비 920억원(시비 65억원, 민자 85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부터 2018년 6월(준공)까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         

☎ 061-339-8322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승인된 남평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기능 및 상업업무 기능을 부여한 부도심 

조성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남평읍을 

자족형 거점 도시로 개발하여 광주권 인구 유입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경과

2008.  2.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2009.  3. : 주민 설명회 개최  

2009.12. :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2011.  3. : 나주시 및 민간투자자 업무협약 체결 

2011.  7. : 도시개발사업 착공  

2012.  2. : 주민 설명회 개최   

2013.  6. : 분양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2013.  7. :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변경) 심의 

2018.  6. : 도시개발사업 최종 준공      

2019.  3. : 도시개발사업 구역 해제고시 

현재의 남평지구 도시개발
2019년 3월 해제 고시 및 2019년 6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각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실과로 이관하여 정상 유지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련 
통계

남평읍 인구 현황

2014. 7. 31.

7,952명

2019. 7. 31.

12,127명

4,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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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민선 6기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에너지산업을 선도합니다미래

  성장 1
006

나주혁신산업단지
나주시 왕곡면(장산, 양산, 덕산리) 동수동 일원에 면적 1,789천㎡, 사업비 2,980억원(국비 354, 시비 46, 

민자 2,580)을 투자하여 2008년 부터 2016년까지 전자부품, 컴퓨터, 금속, 화학, 기계 및 장비, 식품 등의 

업종을 유치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         

☎ 061-339-8322

나주혁신산업단지 준공식 |

나주혁신산업단지의 추진 배경

중소기업에 대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광주에서 나주, 

목포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및 광주권 공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라남도 및 광주권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경과

2008.  7.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전남도 제2008-141호)

2010.  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전남도 제2010-49호)

2012.  5. : 공사 착공

2014.10. : 분양 개시 공고

2015.  3.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설명회 개최 

2015.12. : 혁신산단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2015.12. :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준공검사 2016. 1. 12.)

2016.  5. : 혁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라남도)

앞으로의 혁신산업단지
혁신산업단지 분양률이 2019. 8. 현재 70%로써 2020년까지 약 90% 

분양 예정으로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나주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분양 116개 업체
(투자협약 155개)

70%
분양률

산업용지 기준
836,485㎡ / 1,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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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호혜원 축산업 폐업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미래

  성장 1
007

신도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300번지 일원 면적  297,986㎡에 사업비 589억원(국비 50, 시비 43 민자 

496)을 투자하여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금속, 전자 등의 업종을 

유치하엿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         

☎ 061-339-8322

신도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인근(300M) 호혜원 대규모 

축사를 폐기함으로써 이전기관 민원을 해소하고, 혁신도시 생활환경 

구축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이 

입주할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경과

2009.11. :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0.  7. : 주민설명회 실시

2011.  4. :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전라남도) 

2011.  6. : 단지조성공사 착공    

2013.  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2014.12. : 공사 준공 

2015.  3. : 산업단지 준공인가 고시

2016.  3. : 분양공고 실시

앞으로의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88.1% 분양되어 있는 신도산단에 대해 조속히 미분양 잔여필지를 

분양하고 녹지·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힘써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통계

나주신도일반산단

입주기업 현황

21필지 중 15필지 분양 완료
산업용지 기준

(199,736· / 22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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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구축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및 지원
공동발전 시너지 창출으로 첨단기술 메카로 거듭나는 나주미래

  성장 1
008

빛가람 에너지밸리 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권 관련산업 벨트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 전략산업에 특화된 에너지 

허브로서 공동발전 시너지를 창출하는 글로컬(Glocal) 창조경제 혁신구역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061-339-8301

에너지밸리 유치기업 투자 협약식 |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추진 배경

■ 지역 산학연 R&D 협력 확대 및 인재양성 요람화

    -  광주전남권 산학연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 거점 확보

    - 학계중심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연구 확대로 창조적 신사업 창출

    - 에너지밸리를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창조경제 구현

■ 기술선도 에너지기업 유치 및 동반성장 견인

    - 기술선도 에너지기업(300개) 유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시행

    - 제품개발에서 수출까지 全주기에 걸친 이전지역 협력기업 상생모델 구현

    - 글로컬(Glocal)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밸리 특화형 强小기업 육성

■ 지역특성 연계 맞춤형 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 지역 입지·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공동발전 시너지 창출

    - 전력·정보통신 기술 융합 활용 극대화로 친환경 첨단기술 메카 육성

나주시의 성과

■ 광주·전남권 에너지밸리 구축 협의회 구성 운영

    - 구성배경 :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발전 시너지 창출

    - 구성내역 : 운영위원회(10명), 3개 분과위원회(39명)

       (R&D/인재양성 분과,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분과, 에너지 특화사업 분과)

    - 참여인원 : 28개 기관 총 49명(기관별 위원 추천의견 반영)

    - 운영기간 : 2014년 8월 ~ 에너지밸리 구축 완료시까지

구분 기업수 투자금액(억원) 고용창출(명) 도 평가결과

계 360 18,074 10,509

2014년 24 297 1,430

2015년 74 3,816 2,693 우수상

2016년 87 4,478 2,966 최우수상

2017년 104 3,685 2,133 최우수상

2018년 71 2,113 1,287 최우수상

에너지밸리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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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  민선7기 누적 기업유치 500개 달성, 혁신산단 등 미분양산단 분양 완료

■  투자 미실현 기업 합동 안착지원팀 지속 운영(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  입주기업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 협의체계 강화

■  혁신산단 분양의 상공으로 조성예정인 국가산단 활성화 기반 마련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가맹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미래

  성장 1
009

나주사랑상품권 이란?

나주사랑상품권이란 나주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입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으로 4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39-8823

나주사랑상품권 이용상생 MOU체결 |

■ 나주혁신산업단지 입주협의체 구성 운영

    - 창  립 : 2017. 4. 24.

    - 회원수 : 22개사 (※ 입주 시 수시 추가 입회)

    - 운  영 : 매월 1회 (전남도, 나주시, 한전 참여)

    - 내  용 : 애로사항 건의 및 발전방안 토의

■ 투자 미실현 기업 합동 안착지원팀 운영

    - 구성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 활동방법 : 매달 2회 수도권·경부권 투자의향 기업 면담(지원제도 안내)

    - 주요임무 : MOU체결 후 미분양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해결

■ 민선6기 투자유치실적

    - MOU체결 360개 기업, 투자금액 18,074억원, 고용창출 10,509명

    - 분양계약  198개 기업, 투자금액6,247억, 고용창출  5,690명

■ 투자유치 대외평가

    - 전라남도투자유치대상 : 최우수상(2016~2018) 3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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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이 필요한 이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서 2007년 2월부터 발행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나주사랑상품권은 상시 2% 할인 판매를 하였으며 명절에는 추가3%를 

더해 파격적인 5%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 2개월은 다른 때에 비해 판매액이 4배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나주시상가번영회 주관으로 나주사랑상품권 홍보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에게 나주사랑상품권을 소개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MOU체결하여 판매실적을 쌓았습니다.

앞으로의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상시 8%로 추가 

인상하여 판매량을 크게 확대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단체, 마을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
우리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상권 확장을 위한미래

  성장 1
010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 이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장의 기본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상인역량강화 등과 같은 자생력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39-8822~3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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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우리시는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산품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대형마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시장을 조성하고자,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상인들에게는 쾌적한 

영업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주시의 성과

우리시는 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모든 시장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여 영업환경개선과 안전관리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영산포풍물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영산포풍물시장의 노후 장옥을 철거하고 막구조물의 아케이드형 

어물전을 건축하여,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국비확보를 통해 노점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923㎡에 이르는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하여 노점 

상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주목사고을시장에도 노점상인과 시장 이용고객들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
볼거리와 살거리가 풍성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여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시설물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상인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애용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환경 개선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쇼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전통시장 화재속보설비 설치, 방송장비 설치, 

간판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상인들과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환경 정비 뿐 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나주목사고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4~2015년 토요시장행사, 

야시장 개장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우리시는 

물론 광주전남 인근지역의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치하였습니다. 

2016~2017년에도 공동마케팅 사업을 시행하여 경품행사, 쇼핑대축제 

등 마케팅·홍보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2018년까지 바우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장매니저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과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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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지원 적극 추진
근로환경 개선과 생산·고용 확대하는미래

  성장 1
011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고시키고 인력난 해소와 청년 및 여성의 취업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고용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061-339-8291

중소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

■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나주시 

관내소재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기업 당 4억원 이내 융자추천 및 연 2.0% 이차보전(2년간)

  ※협약은행 : 8개소(광주·농협·기업·우리·하나·축산농협·신한·국민)

■ 관내 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기업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보험 가입), 1인당 월 30만원, 

기업당 3명 한도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최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80% 이내), 기본 장치비(60% 이내) 체재비를 

제외한 참가 직접경비, 기업 당 2백만원 한도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중간 규모 기업군으로서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등을 통해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성장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업 당 연간 100백만원(도 50, 시 30, 자부담 20)

■ 산·학·연·관 협력 기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처 구축 운영 지원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연구센터 지원 

  -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  지원대상 :  3개 산업단지(나주일반산단, 혁신일반산단, 신도일반산단) 중소기업에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월세의 80% 지원(기업 당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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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성과

■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시비 160백만원)

   <2014년 30개사, 이차보전 227백만원, 융자추천 5,825백만원>

   <2015년 6개사, 이차보전 167백만원, 융자추천 1,335백만원>

   <2016년 14개사, 이차보전 109백만원, 융자추천 2,474백만원>

   <2017년 18개사 이차보전 88백만원, 융자추천 3,265백만원>

   <2018년 18개사 이차보전 144백만원, 융자추천  5,110백만원>

■ 관내 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시비 18백만원)

  <2014년 5개사 7명 17,700천원>, <2015년 3개사, 6명, 19,800천원>

  <2016년 4개사 8명, 21,300천원>, <2017년 3개사 4명 13,200천원>

  <2018년 2개사 3명  7,200천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시비 10백만원)

  <2014년 9개사 16,229천원>, <2015년 7개사, 12,480천원>

  <2016년 10개사 15,794천원>, <2017년 7개사 11,800천원>

  <2018년 6개사, 10,480천원>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시비 160백만원)

  <2015년  1개사, 100백만원>, <2016년 1개사 110백만원>

  <2017년  2개사, 200백만원>, <2018년 2개사 210백만원>

■ 산·학·연·관 협력 기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운영 
지원 (국비 10, 도비 10, 시비 10억원)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연구센터 지원 (시비 200백만원)

  -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시비 100백만원)

  -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시비 3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시비 10백만원) 

  - 스타기업 :  2014년 1개사, 2015년 1개사, 2016년 2개사, 2017년 

2개사, 2018년 2개사 

  - Pre스타기업 :  2014년 4개사, 2015년 2개사, 2017년 3개사, 2018년 2개사 

■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국비 22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 2018년  24개사, 117명, 111백만원 

앞으로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유지하여 

상생발전 도모

■ 중소기업 지원 업무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는 시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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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계획 수립 및 진행
호남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 도약합니다미래

  성장 1
012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란?

에너지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천년 나주의 비전으로써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주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사업 등 복지증진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 에너지밸리란 ?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도시로 나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밸리팀          

☎ 061-339-8362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준공식 |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추진 배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2005년 11월30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기관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공기업과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한전 등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협약을 체결(2015년1월)하여 

에너지 기업 500개 유치와 각종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산업 

각종 실증·실험센터 구축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은 2025년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등 

나주시 일원에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 등 4대 

분야에 총 38개 사업 2조 238억원 투입되는 비전입니다.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32개(11,070억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7개 

사업(총사업비 573억원)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9건(2,975억원)은 실증·실험센터 건립 등 에너지산업 기반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한전신기술연구소 유치(802억원),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추진(144억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착공(234억원), 에너지밸리 

산학융학지구 착공(340억원), EV·ESS폐배터리 재사용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221억원),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203억원) 

등 에너지산업기반 구축과 토대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의 편의를 

높여 나가고자 도시가스 1,528가구 보급(26㎞, 49억원), 전기차 218대 

보급(60억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각종 지구 지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수도 나주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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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 25개를 비롯하여 에너지밸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기업하기 좋은도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소득증대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통계

목차 사 업 명

계 25개 사업

밸리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밸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밸리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밸리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건립

밸리 EV·ESS 폐배터리 재사용 시험·평가센터 구축

밸리 MW급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

밸리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밸리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밸리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영농시스템 개발

밸리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지원사업

밸리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 개발사업

밸리 수소 생산·저장·활용 기술개발 실증사업

시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

시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시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티 (가칭)빛가람 에너지재단 설립

교육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교육 글로벌 연구중심대학-한전공대

교육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복지 나주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복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사업

복지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

복지
에너지자립 행정타운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4대분야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장해가는 나주미래

  성장 1
013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일반주택 및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팀           

☎ 061-339-8393

태양광발전 시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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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추가 확대하여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주택 및 경로당,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혜택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시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에너지 사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시민의 전력요금 경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41건을 

추진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타시군에 비해 시비보조금을 확대 

편성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51건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2018년 다시면, 금천면 공중목욕탕에 

태양광 및 태양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5개소 및 중부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 하는 등 에너지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 241건

- 2014년 43건

- 2015년 24건

- 2016년 32건

- 2017년 62건

- 2018년 80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251건

- 2016년 22건

- 2017년 196건

- 2018년 33건 

지역지원 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 18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친환경 도시로서 전기차 선도 도시 나주미래

  성장 1
01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란?

기존의 내연기관(휘발유, LPG, 경유차 등)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량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팀           

☎ 061-339-8392

2018년 전기저상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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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차량유지비 절감,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유인항목이 많으므로 언론보도, 반상회보, 

마을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공공부지, 아파트, 관광지 등 최적 부지를 발굴,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추진 배경

환경부와 연계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을 위한 

세부 성과지표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3,000대 보급, 충전인프라 

300기 구축 목표를 세우고 매년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1~2013년 공공용(나주시청) 차량 13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7년에 공공용(맞춤형 복지) 5대, 민간용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버스 4대를 보급하고, 2018년 상반기에 공공용(읍면동 행정 및 복지) 

30대, 민간용 79대를 보급하는 등 민선6기에는 총 사업비 6,016백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총 218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는 환경부 및 한전과 부지사용 협약을 맺고 2017년 

59기, 2018년 60기 등 민선6기에 총 119기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 6. 기준 271대로 전남도내 높은 보급률을 

보였습니다.

관련 
통계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충전인프라) 

2017년 162대(59기)

2018년 271대(119기)
※누계자료

원도심 신(新) 지중모델 시범구축사업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에너지밸리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미래

  성장 1
015

원도심 신 지중모델 시범구축사업이란?

도심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지중화와 달리 지상에 전력기기들이 배치되지 않고 

지하매입형 공법으로 지상기기의 매입이 가능해지는 신기술과 신공법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한전은 

콤팩트형 배전스테이션, 저압 지능화시스템 등 친환경 지중공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배전스테이션 : 지상에 설치되는 일정지역내 다수의 전력기기를 건물 및 지하로 집합설치해 지상 전력설비를 제로화 함.

※ 지능화시스템 : 전국에 설치된 다수의 전력설비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센터에서 원격조작하는 시스템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밸리팀            

☎ 061-339-8363

지하매입형 공법으로 지중화 후 서성문 주변 거리 |

지중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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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칩니다미래

  성장 1
016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이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팀           

☎ 061-339-8382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현장 |

앞으로의 신 지중모델 시범구축사업
한전에서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후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후에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지중화사업의 추진 및 

현황을 홍보하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신 지중모델 시범구축사업의 추진 배경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성공적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행사업으로 나주 

문화재인 금성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해 적용하였으며, 미래 배전사업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신 지중모델을 원도심에 시범구축하여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및 나주시가 에너지밸리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신 지중모델 시범 

구축을 위한 MOU를 2015년 2월에 체결하였고, 1단계 금성관 주변 

지역 1.6㎞를 2015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11월에 1차 준공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을 중앙로와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2.3㎞에 추진하여 

2017년 2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신 지중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에너지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통계

원도심 신 지중모델 

시범구축사업 현황

- 위      치 :  나주시 금성관 주변 등 
원도심 일대(3.9㎢)

- 사업기간 : 2015. 3. ~ 2017. 2.
- 사 업 비 : 60억원(한전 60)
- 사업내용 :  PV, ESS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여 전력 
사용량, 피크전력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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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사업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 발전과 상생미래

  성장 1
017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이란?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KTX 나주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공간·기능적으로 연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8년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도시과 도시개발팀            

☎ 061-339-8965

에너지혁신창업타운 투자유치 협약 체결 |

앞으로의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책까지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여, 에너지 수도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원도심의 대부분 지역이 주거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2015년 우리 시는 원도심(영산포 포함), 남평, 산포, 금천, 다시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나주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원도심(금남동, 성북동)을 시작으로  2018년 까지 

시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26km에 걸쳐 매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총 1,528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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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 및 외부기관과 소통해 

나가겠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는 물론 원도심과 

혁신도시간 상생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배경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연계한 지역 전략사업 지원·육성을 위한 

연계 거점지역 발굴과 KTX 나주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지역 상생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해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주시의 성과
본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맞춤형 지역혁신 컨설팅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르산업개발을 우선 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0억원 규모의 혁신 창업타운 투자 MOU를 

체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 경관, 재해관련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통계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사업

- 위    치 : 송월동 산15-1번지 일원
- 면    적 : 753,223㎡
- 주요 사업내용 
    에너지체험공원 :  공원, 주차장, 광장 

및 교통체계개선
    혁신창업타운 :  부지조성, 복합 

창업지원센터 건립

- 총사업비 :  2,122억 원  
(국비100, 시비50, 민자1,972)

- 사업기간 : 2017. 6.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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