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성산) (19~21)
영광 테마식물원 지방정원 (20~23)

영광군 개발계획도

읍 . 면별 위치도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홍농읍) (16~20)

서남해안 관광도로(영광~부산) (20~22)

도서종합개발사업 (18~27)

발막 소하천 정비 (18~21)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18~20)

어촌뉴딜 300(대신항) (20~22)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20~24)

안마도 지하저류지 설치 (18~20)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23)

백수 노을광장 (17~20)

300MW 국가해상풍력단지개발 R&D사업 (18~20)

법성포 굴비정식거리 (19~20)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19~22)

안마항 정비사업 (19~24)

법성 뉴타운 공용주차장 조성 (19~20)
어촌뉴딜 300(법성항) (19~21)

법성면

전라북도

산하치 소하천 정비 (19~22)

농어촌도 신산~장북간(법성201호선) 도로확포장 (19~20)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17~25)

농어촌도 장자~부귀간(법성209호선) 도로확포장 (17~20)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군도24호선) 도로확포장 (19~21)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19~22)

어촌뉴딜 300(송이도항) (19~21)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 (17~22)

도서종합개발사업 (18~27)

식수전용저수지 신설(백수읍) (18~22)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 (19~22)

백수읍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8~20)

군도8호선(송림~장산) 도로확포장 (19~21)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15~22)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대마면) (18~21)

영광읍

대마면

서남해안 관광도로(영광~부산) (20~22)

낙월면

영광 스포츠센터 (20~22)

낙월권역단위 거점개발 (18~22)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19~25)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9~23)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송림) (19~21)

백수읍사무소 신축 (19~21)

e-모빌리티 개방형 공용플랫폼 (19~2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22)

도서종합개발사업 (18~27)
초대형 풍력실증 기반구축 (20~22)

아세아농기계~중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17~21)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18~22)

송남 소하천 정비 (18~21)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19~23)
어촌뉴딜 300(상하낙월항) (19~21)

지방상수도 현대화 (17~21)

군서면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9~23)

사동지구 지표수 보강 (18~20)

무령지구 농촌형 임대주택 (19~21)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19~22)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18~20)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19~20)

곧올재 군계획도로 개설 (18~20)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19~22)

굴비골영광시장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20~22)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19~24)

영광 작은영화관 (19~20)

청년창업, 육아통합지원센터 (19~21)

영광 문화원 (18~20)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16~21)

국제아파트 ~ 장애인복지타운 간 도로확포장 (18~20)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 (20~24)

어촌뉴딜 300(창우항) (20~22)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가사) (18~20)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투자경제과

보건소

이모빌리티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노인가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하이패스 IC건설 하행선 (18~22)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염산면) (18~22)
야월 기독교순교지 영성훈련센터 (18~20)

묘량면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20)

염산면

산림공원과

하이패스 IC건설 상행선 (19~23)

두목 소하천 정비 (19~2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9~22)

인구일자리정책실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묘량면) (20~23)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 (18~20)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18~21)

염산면사무소 신축 (19~2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남면) (17~20)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옥실) (20~22)

군남면 보건소 신축 (19~20)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 (18~20)

영광 공설 추모공원 (18~22)

불갑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쌍운) (17~20)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18~22)

불갑사 관광지 확장 (15~22)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불갑면) (19~22)

서남해안 관광도로(영광~부산) (20~22)

모악지구 신규마을 (19~21)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17~21)
상사화교육전시관 (19~20)

농정과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19~27)

묘량농공단지 (17~22)

만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9~20)

영광군 개발계획도 범례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18~25)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 (20~22)

향화도~손불간 도로 확·포장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