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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넓은 면적과 긴 강 사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수타사 생태숲, 수려한 산간계곡,   

강원도 내 귀농·귀촌 1등 도시,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입지여건을 활용하고

전원 생활공간 인프라 조성, 농촌 소득기반 창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하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실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역』 에 天行健(천행건) 自强不息(자강불식)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씩씩하고 강건하다, 하늘이 쉬지 않고 건강하게 운행하듯 

스스로 힘들여 노력하고 멈추지 않는다’란 뜻으로 올 한해는 군민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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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현황 2 군정비전과 목표

2
0
1
6

 주
요

시
책

민선6기 

군정 비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서울ㆍ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의 접근성, 넓은 면적과 긴 강 주변의 풍부한 
관광명소, 수려한 자연자원, 천혜의 입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전원생활을 결합한 도농복합형 생태환경도시

군정 목표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사회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내발적 산업 경제정책 실현

선진 농축산업 산지소득화 

활기찬 문예 관광·체육 진흥

행정구역

행정조직

지역특성

지역특성

행정조직

행정구역

인 구면 적

●1,819㎢ 
   전국의 1.8%, 
   강원도의 10.8%

면 적

●70,336명
   강원도의 4.5%
   도내 군지역중 1위 

●수도권 배후의 
   꿈에 그린 전원도시
   귀농귀촌과 하계휴가 선호지역
   다양한 관광휴양 힐링 인프라
   Wide River Green Garden City

●2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0읍면, 1의회

●1읍, 9면, 196리, 
   1,014반

일반현황

지방교부세
2,020

(46.20%)

보조금
1,216

(27.81%)

지방세
387(8.8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3(9.44%)

세외수입 
257(5.88%) 조정교부금등 

80(1.83%)

세입 (단위 : 억원, %) 세출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803

(18.37%)

환경보호
738

(16.87%)

농림해양수산
763

(17.45%)

국토 및 
지역개발

455
(10.40%)

기타
575

(13.15%)

수송 및 교통
304

(6.94%)

일반공공행정 
190( 4.35%)

문화 및 관광
284(6.50%)

공공질서 및 안전
47(1.09%)

산업·중소기업
67(1.52%)

보건62(1.42%) 교육 45(1.03%)
예비비 40(0.91%)

예산현황

0

1,250

2,500

3,750

5,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년 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6년도 4,373 3,861 512
2015년도 4,098 3,658 440
2014년도 4,022 3,522 500

(단위 : 억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500 440 512

3,522

4,022

3,658

4,098

3,861

4,373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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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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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현장 중심 

군정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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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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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4 2015년 군정성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지자체 규제 정비 26건, 조례 규제개선 5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46회 실시, 484건 상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 협력관 제도 운영 : 접수 64건 (해결 36)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 8개단체 185명 참여, 591건 처리

•2015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 초·중 17개교  493명 수강

•서울 내 대학생 공공기숙사 마련 : 2실 (4인) / 년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 확대 : 62개사업  4,070백만원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 2015. 6.10. 사업비  30백만원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 중국 빈해현, 위수시 우호도시 협약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 컴퓨터, 한글강좌 등 821명 수료  30백만원

•홍천 아카데미 운영 : 총 7회 매회 400여명 참여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 : 50건 민원불편 해소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 : 561대 (24시간 모니터링)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11개소 23대  143백만원

•강원도 20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표창

2015년 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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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강재구공원 및 쥴장루이 공원 정비 : 145백만원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 희망e빛 구축 : 이용자 125명, 운영 452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추진단 운영 

   - 운영실적 : 35개 기관·단체 416명, 발굴실적 : 150가구

•긴급지원사업(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604가구 885명  277백만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홍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95개사업  71,328명 이용 (연누적)

•영유아 보육료 무상보육지원 : 1,560명  6,143백만원

•출산양육지원 : 1,744명  547백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 2,500명  28백만원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 11개사업  228백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4개소  436백만원

   - 청소년건전육성 : 85백만원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240백만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완료 : 180백만원

•민간참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34회(회의, 워크숍)

•사회취약계층 지원 : 전수조사 417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가구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 등록인원 13,614명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 확대 : 1,600백만원(누적 조성액)

•서석 장례식장 별관 신축

   - 준공 : 2015.12.11. 규모 291㎡(조객실 128석), 사업비  607백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 1,242명 참여  2,365백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 : 431가구지원, 924건 이용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 2015. 10. 10. 13개팀 참여

•강원도 보건 및 건강증진 발전대회 평가 : 기관표창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최우수상 수상(30백만원)

•보건복지부 종합사회복지관 우수시설 선정 : 표창, 인센티브 지원

•강원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 장려상 수상(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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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 : 3,000백만원 (누적조성액)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맞춤형 기업지원 : 4개분야  6,946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3개분야 484백만원

•창업·이전 중소기업 조기정착 및 기반시설 지원 : 2,490백만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 4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 415명  1,711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한옥&펜션 리모델링 분야) : 25명  122백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 박람회 개최 : 2,337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우량기업 유치 : 1개기업 투자액  1,100백만원

•행정자치부 우수 마을기업 선정 : 하미토미영농조합법인(30백만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통시장 원산지 관리 우수 : 홍천시장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8개사업  210백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 221동  1,436백만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로컬푸드직매장 구축) : 1개소  66백만원

•인삼 명품화 지원 : 6개사업  1,762백만원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지원 : 3개사업  860백만원

•과채류 방제기 지원 : 40대  600백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 3개소  502백만원

•농협 연계협력사업 : 10개소  793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 : 7개사업  470백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밭작물 생산지원 : 5개사업  442백만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사업(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댐) : 1,500백만원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 : 숲가꾸기 2,934ha, 녹색일자리 창출 208명

•산림경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지원 : 9개분야  550백만원

•한돈, 양계, 꿀벌 사육농가 지원 : 3개분야  1,075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경쟁력 향상 지원 : 3개분야  438백만원

•홍천한우 및 선진 낙농 육성 : 5개분야  8,712백만원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 : 4개분야  2,579백만원

•귀농·귀촌 교육분야 지원(강의, 현장실습) : 1,280명  74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6개사업  850백만원

•산채 재배 단지 조성 : 7개사업 64ha  1,139백만원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 : 5개사업 103ha  709백만원

•홍천 농특산물 6차 산업화사업 : 4개소  640백만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 139호  253백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순회교육 : 90회 181마을 1,397명, 임대사업 : 3,139호 4,254건 임대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 홍천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 금상

•2015년 국가 NBA 브랜드 한우부문 : 대상(3년연속)

•2015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한우부문 : 대상

•소비자 시민모임의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정 획득 : 9년 연속 인증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선정

   - 개야리(300백만원), 모곡3리(200백만원), 노일리(200백만원)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분야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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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선정 : 9,895백만원 확보

   -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팔봉2리·유치2리·개야리·풍암2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준공 2015.12.10. 140억원

•환경순환형 기초 환경시설 확충 : 준공 2015.11.30. 182억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 : 운영비  800백만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 280동  672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 5개소  83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설치 : 200대  600백만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서석면 검산2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 260백만원

•다양한 장르(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 16회  6,800여명 참여

•가리산 레포츠파크 조성 및 운영 : 개장 2015.8.1. 이용객  5,185명

•숲속 동키마을 조성 및 운영 : 개장 2015.9.25. 이용객  1,061명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 : 이용객  19,610명

•홍천강 꽁꽁축제 개최 : 2015.1.2.~ 2015.1.18. 참여인원 51만명

•연봉 도서관 운영 : 도서대출 43,726권  이용자수  96,613명

•도서관 체험학습 운영 : 87회  2,041명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 22개 대회  9,534명 참가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 15개 대회  15,684명 참가

•강원도 2015 우수지역축제 선정 : 홍천강 꽁꽁축제  20백만원

•국민안전처 전국 “물놀이 안전명소”선정 : 모곡 밤벌유원지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 태양광 34가구, 지열 9가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23개노선, 11.18㎞  19,765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 : 11,205백만원  

   - 교량 5개소, 준설 44개소, 지장목 제거 164개소 

•밭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 밭기반 정비 : 75ha  1,471백만원

   - 농업용수 개발 : 관정 19공  1,454백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 장항지구 : 6,000백만원, 청량지구 : 4,119백만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 L=1,700m  8,700백만원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 L=1,700m  3,300백만원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 1,693백만원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 : 2,436백만원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363백만원

•희망리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 : 주차대수 100대(3,420㎡)  2,865백만원

•홍천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500백만원(설치 161, 철거 291)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 : 75동  4,500백만원

•빈집정비 사업 : 73동 124백만원 지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 10.529㎞  3,150백만원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분야 : 우수기관 표창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 : 기관표창

•강원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분야 : 기관표창

•강원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 분야 : 기관표창

•강원도 식품안전 추진 분야 :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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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관리체계 구축 :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장비  538백만원

•재난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

   -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강화 : 436개소 수시점검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 43개소 운영, 61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운용 :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 기금누적액   3,017백만원

•위기관리 능력 배양

   -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실시 

   -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 :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

•재해 예방사업 추진

   - 홍수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등  1,300백만원

   - 재해위험지구(교량, 급경사지) 정비 : 3개소  17,170백만원

•주민 생활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강화 : 24시간 실시간 운영

   - 방범용 CCTV 설치 : 10개소 23대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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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시
책

•군정의 확인 평가 기능 강화 : 정책의 환류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현장규제 발굴, 제도개선 추진

•군민 불편사항 개선 시스템 운영 : 현장 견문보고제 시행

•군정 홍보 영상 제작 : 4개국어, 4개분야, 100백만원

•민원 협력관실 운영 : 방문민원과 전자민원 등 고충해소, 대안제시

•무료 법률상담 운영 : 월4회(매주 월요일 13~15시)/군청 행정상황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 : 농막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대행

•종합민원실을 통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팀 운영 : 민원편의, 간소화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 : 19개소(읍면, 금융기관), 등본 등 66종 발급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 : 읍면 이장회의시, 생활민원, 인허가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친환경무상급식 등 53개사업  4,056백만원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 : 직업체험활동 등 연 10회, 250명

•서울권 공공기숙사 운영 : 연 7~10명 수용 가능

•종합 이동봉사반 운영 : 법률상담과 생활봉사 연 3회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 사회취약계층 28종 민원서류 배달

•민원실 환경개선 : 종합민원실, 재무과 환경개선, 500백만원

•고객만족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

   -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야간 여권예약 접수제 등

•지방세 납부편의 : 인터넷(위택스), 카드(ATM), 전화(ARS) 납부제 운영

1-1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연 1회, 분과위원회 수시개최

•주민 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운영

   - 친절 평가카드, 인터넷, 편지 등으로 추천

•군민·공무원 행복 제안제도 운영

   - 군정발전 우수제안, 특별 공모제 운영

•열린강좌 홍천 아카데미 운영 : 10회 / 문화예술회관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 : 25개과정  30백만원

•고객만족 조사시스템 운영 : 민원친절도 등 만족도 조사, 피드백 실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 30백만원~200백만원 각종공사

1-2  군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행정 구현

1-3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SAFE 홍천 실현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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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삼덕원 등 5개소  2,303백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  2,009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연금, 수당, 의료비 등  1,879백만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 : 북방면 하화계리  3,550백만원

•장애인 이동 목욕시설 지원 : 55백만원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4개분야  1,484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 : 198개소  886백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65세이상 기초연금대상자   2,072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 1,544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설치 : 531가구 안전시스템 설치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 : 종합적 노인복지시스템 구성  7,400백만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 벽지, 오지 주민  300백만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조성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북방면 상화계리, 2층규모  1,731백만원

   - 분만취약지 안전 출산인프라 : 강원대 병원과 연계  328백만원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 조성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469백만원  8,575명 관리

   - 원격건강관리사업 : 원격지 의사(보건소)가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478백만원  4,800건 관리

   - 치매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 등  94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별급여(생계, 의료, 교육 등) 지원 : 7,460백만원

•취약계층 주거안정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 1,308백만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40동,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 : 11,000명  23,858백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운영 : 11개추진단 417명, 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문제해결 모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780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 봉사활성화, 250단체 14,000명 봉사자 등록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 5개분야  3,127백만원

•읍면 복지회관 보수 : 서석면 풍암리  700백만원

•3·1운동 사적지 홍보관 건립 : 내촌면 물걸리  2,767백만원

•출산양육 지원 : 출산장려금, 안전보험, 다자녀학비 등  574백만원

•자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육수당, 보육료 등  8,335백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 보육돌봄서비스 등 5개분야  3,41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6개소  893백만원

•취약가정 아동의 급식지원 : 326백만원

•면지역 아동 수도권탐방 기회 제공 : 30백만원

•드림스타트(사례관리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사업추진 : 300백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등 지원 : 장학금 50~10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 지원센터 운영 등 11개사업  403백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아동교육비 지원 등 9개사업  188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유지 어려운 위기가구  348백만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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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복지

2-2  건강한 가족, 행복한 사회를 여는 희망복지

2-3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통합복지

2-4   고품질 보건서비스로 건강도시 홍천 실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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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지원 : 희망키움사업, 청장년 일자리보조, 162백만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근로 등 390명  1,826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사업 : 한옥 전문가 양성, 캐디 양성 등  384백만원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7개소 육성  310백만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공공산림가꾸기 : 바이오매스 수집단 202명  1,508백만원

   - 맞춤형 조림사업 : 2,301백만원

   - 하천가꾸기 : 1,100백만원 

•전원도시 특구 추진 : 귀농·귀촌과 규제특례를 적용한 특구 추진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시니어낙원, 신규마을만들기, 지역개발 등 지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 15개분야  2,137백만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 2016. 07 ~

   - 귀농 창업자금, 주택신축자금 등 융자지원 : 1,750백만원

•군관민 화합을 통한 軍의 우리 군민화

   - 군인의 날 행사 추진 : 10월 초,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 軍과 협력증진 도모 : 지역 농산물 애용,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 군부대 주변가꾸기 사업, 읍면 체육시설의 군부대 개방 등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 : 아케이드, 문화휴식공간 조성  4,683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135백만원

    - 상징조형물 설치 : 군 캐릭터, 3차원 트릭아트 등 설치

    - 문화공간 활용 이벤트 개최, 플리마켓 개장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 : 경영개선교육  311백만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융자 시행 : 300백만원(기금누적액  3,000백만원)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태양광, 지열 등 45가구 정액보조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5지역  281백만원

    -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 101개소  150백만원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 :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추진 : 북방면 일원  20,000백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 30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 메디컬허브연구소 9개사업  30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25개기업  6,150백만원 

   - 창업 및 이전기업 기반시설 : 100백만원 

•생명건강산업 활성화

   -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육성 및 지원 : 1,300백만원

   -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자연계열 2학년생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2
0
1
6

 주
요

시
책

3-1 살 맛 나는 서민경제 만들기

3-2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3-3  공공일자리 창출 내실화

3-4  특색 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을 실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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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안정적 축산 도모 : 30농가  30백만원

•미래지향적 홍천한우 육성(생산, 사양관리) : 18개사업  2,743백만원

•홍천한우 유통 및 홍보 지원 : 12개사업  691백만원

•선진 낙농산업 활성화 지원 : 9개사업  1,068백만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 : 7개사업  1,830백만원

   - 축산농가, 축산작업장 HACCP 지원 : 1개사업  15백만원

   -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  457백만원

•축산농가(한돈, 양계, 꿀벌) 경영 선진화 : 10개사업  592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경쟁력 강화기반구축 : 13개사업  333백만원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 6개분야  1,559백만원

•수익형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지자원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 1,520㏊  1,5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 : 2,252㏊   3,386백만원 

•청정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

   - 청정산양삼 고부가가치화사업 : 3,000백만원

   - 홍천 산양삼타운 조성 : 31㏊  4,000백만원

•무궁화 중심도시 기반구축

   - 무궁화 수목원 조성 : 32㏊   8,051백만원

   - 무궁화가 어우러진 경관조성 : 5개사업  462백만원

•도시공원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4,450백만원

   - 어린이공원 (남면 양덕원, 1,500㎡), 도시공원내 조각작품 설치 

   - 전통마을 숲 (내촌 서곡, 3,000㎡), 녹색나눔숲 (홍천 희망, 특화숲 조성)

   - 산림치유마을 (내면 명개, 치유센터 등), 마을소공원 (소공원, 쉼터 20개소)

•우수 농업인력 육성 : 후계농업인 육성 등 8개사업  1,253백만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 : 자녀학자금 등 8개사업  3,200백만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126백만원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추진

   - 농기계 임대, 운전교육 등 : 1,060백만원

   -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 : 101백만원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 9개사업  6,949백만원

•농촌체험 정보 네트워크 구축 : 13개사업  1,847백만원

   - 문화터미널 조성 : 농촌체험·숙박·자원정보 네트워크 구축

   - 팸투어 지원, 1사1촌 교류지원, 소규모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 17개분야  9,640백만원

   - 미생물,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업기반, 유기질비료 공급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 2개분야  757백만원

•고랭지 대체작목 생산단지 조성 : 콜라비, 포기상추 등  330백만원

•산채 재배단지 조성 : 4개분야  389백만원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 구기자, 더덕, 작약  440백만원

•홍천명이 가공기반 조성, 홍보 : 7개분야  320백만원

•전략 소득작목 육성 : 사과, 복숭아, 포도 등  4,339백만원

•신소득작목 육성 : 블루베리, 아로니아, 퀴노아, 무청 등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 : 7개분야  868백만원

•인삼 명품화 지원 : 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사업  400백만원

•지역자원 연계 6차 산업화 기반구축 : 홍총떡, 농촌체험  340백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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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4-2 특성화, 명품화를 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

4-3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4-4  산림자원의 관광 자원화, 산지 소득화 실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선진 농축산업 육성과 산지소득화로 
                              잘사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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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 서면 생활체육공원 : 29,773㎡, 체육관, 축구장   7,150백만원

   -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 44,689㎡, 축구장 등  8,482백만원

   -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 57,456㎡, 축구장 등  15,000백만원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 23개 대회  1,320백만원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6개 대회  169백만원

   - 엘리트, 생활체육 : 체육회 운영, 체육행사 지원  1,764백만원

•국제 승마대회 유치 : 1,800백만원 

   - 2016년 6월중, 대명비발디파크, 관광객 등  50,000명 참가 목표

•홍천강 꽁꽁축제 :  매년 1월중  / 홍천강  

•찰옥수수 축제 :  매년 7월말 / 토리숲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매년 7월말 / 토리숲, 무궁화테마파크 

•인삼한우 명품축제 :  매년 10월중 / 토리숲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 2016년 5월 ~ 12월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공공도서관 건립 : 서석 풍암  2,000백만원

   - 충효관 건립지원 : 홍천 희망  2,000백만원

   - 군민의 종 건립 : 홍천읍, 842백만원, 홍천 지명  1,000년 기념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 역사박물관 건립 : 무궁화공원,  2,800백만원

   - 홍천군지 발간 : 역사, 정치, 경제, 인물 등 수록,  520백만원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기획공연, 한마음음악회,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운영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 주변환경정비, 관광안내판 설치

   -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 축제 팸투어, 레포츠 팸투어, 인센티브

•관광 기반시설 조성 

   -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 동면 덕치  16,285백만원

   - 탐방로 조성 : 용소계곡, 덕탄 등 2개소  1,570백만원

   - 바회 화전민 테마마을, 공작골 생태공원, 은행나무숲 휴양지 등 추진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 자라바위 에코레포츠파크,  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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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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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시
책

5-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5-2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5-3 생활체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의 건강 실현

5-4 4계절 경쟁력 있는 체류형 축제 운영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누리고 즐기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 되도록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20 21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농촌주택 개량 융자지원 : 75동  4,500백만원, 연리 2.7%

   - 빈집정비 및 경관주택 지원 : 25동  105백만원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 내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다목적체육관, 생태하천  6,700백만원

   - 홍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특화가로 조성 등  8,000백만원

   -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원스톱 센터 등  6,000백만원

   - 두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작은 도서관 등  5,900백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 희망1지구, 희망2지구,  386백만원

   -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서비스 운영 : 거래신고, 등기이전일 문자발송

•맑은 물 보전과 생태하천 복원

   - 비점오염 저감사업 : 고효율다단침사지 1식  2,500백만원

   -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홍천읍 생태하천 1.8㎞ 복원  9,604백만원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동면 노천  7,150백만원

   -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서면(북방 포함)  25,024백만원

   -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 10㎞  2,360백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

   -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 41개시설  4,089백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 개량, 개선 : 11천㎥/일⇒16천㎥/일  24,402백만원

   -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 서면 대곡, 180㎥/일  4,226백만원

•지속 가능한 청정자연 자원의 보전

   -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탐방로 47㎞  6,000백만원

   -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 열린화장실 183개소  84백만원

   - 노면 청소차량 도입(200백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173동, 582백만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 3,619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제도 정착 : 홍천읍 시범지역 250대 설치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 한라 OMS / 3,892백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수선 : 4,644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 14개소   224백만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용문~홍천 철도, 내륙종단선(원주~홍천~춘천) 철도  

•도시 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정비 19개노선, 2.4㎞  12,250백만원

   - 자전거도로 정비(덕치교~수타사) : 2,600백만원

   - 공영주차장 확충 : 2개소  3,200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정비 : 8개노선, 4.14㎞  5,88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 : 17개노선 12.69㎞  8,550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

   - 지방하천(8.14㎞  5,000백만원), 소하천(12.69㎞  8,550백만원)

   - 하천제방(14개소, 4.2㎞  2,995백만원)

•지역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법정 도로 등)

   - 마을안길 포장(39건  2,099백만원), 배수로설치(41건  2,106백만원)

   - 교량설치 등(21개소  4,5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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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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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연환경 가치활용 녹색성장 실현

6-2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6-3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6-4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5 2016 주요시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싶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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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새해맞이행사   장소 남산  주관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430-2035)

•홍천농업인대학 입학식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430-4160)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장소 홍천읍사무소  주관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430-2840)

3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경관주택사업 설명회    장소 읍·면사무소  주관 토지주택과 주택담당(430-2190)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430-2840)

4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2016강원 자전거대행진」   

  장소 군청⇢홍천농고⇢덕치교⇢갈마곡교⇢화양교⇢군청  주관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430-2936)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0)

 •감염병 예방 손씻기 인형극 공연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430-4020)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운영 장소 내면  주관 종합민원실 민원관리담당(430-2262)

5월
 •제3회 홍천평생학습축제  장소 홍천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0)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소 관내  주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담당(430-2900)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장소 관내  주관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430-2130)

 •제4회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문화축제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남산 숲길 걷기대회 장소 남산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장소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주관 문화관광과 레저육성담당(430-2490)

 •백두대간 나물 축제 장소 내면고원체육공원  주관 내면농협(432-2900)

6월
 •구강보건의 날(6.9제)행사    장소 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홍천 강변 축제 장소 홍천강 둔치  주관 홍천읍 체육회(430-4411~3)

 •전국 자전거대회 장소 하이트진로 강원(홍천)공장  주관 문화관광과 레저육성담당(430-2490)

7월
 •제20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430-2690)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장소 토리숲, 무궁화테마파크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770)

 •마약퇴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캠페인    장소 토리숲  주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430-4020)

8월
 •2016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 장소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주관 경제협력과 창조산업담당(430-2830)

9월
 •좋은 일터 취업 박람회 장소 홍천여고  주관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430-2840)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식 장소 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정신건강담당(430-4030)

 •오미자·사과 판매행사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담당(430-4200)

 •제14회 홍천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산소길 걷기대회 장소 수타사생태숲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430-2470)

 •배바위 카누 캠핑대회  장소 마곡강변  주관 문화관광과 레저육성담당(430-2490)

10월
 •제14회 6년근강원홍천인삼·늘푸름홍천한우 명품축제

  장소 토리숲(예정)  주관 농업정책과 인삼특작담당(430-2685), 축산과 명품한우담당(430-2720)

 •제11회 어르신건강체조발표회 장소 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제6회 홍천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장소 미정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제7회 명랑운동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제3회 바회마을 화전민 축제 장소 괘석2리(바회마을)  주관 농업정책과 창조농업담당(430-2680)

 •홍천군 군인의 날(체육행사, 화합 한마당) 장소 홍천군종합운동장  주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430-2212)

 •홍천 단호박 축제 장소 내촌중학교  주관 내촌농협(430-3011)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운영 장소 남면  주관 종합민원실 민원관리담당(430-2262)

11월
 •홍천농업인대학 졸업식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430-4160)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운영 장소 서면  주관 종합민원실 민원관리담당(430-2262)

 •홍천군 농업인의 날 장소 북방공설운동장  주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430-2672)

 •2016년 창조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창조마을추진단 창조마을담당(430-2462)

12월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 캠페인 장소 전통시장거리(5일장)  주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430-4020)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6 월별 주요행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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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1㎢당 39.2명

세대원
세대당 2.3명

출 생
1일 1.2명

사 망
1일 1.8명

전 입
1일 22.33명

전 출
1일 19.32명

혼 인
1일 0.9쌍

이 혼
1일 0.4쌍

주 택
가구당 1.1채

관광객수
1일 12.589명

도 로
연장 697,861㎞

자동차
호당 1.04대

군 공무원
105명당 1명

소방관
533명당 1명

학 생
8,364명

교 사
학생9.5명당 1명

군예산
1인당 8,336천원

지방세
1인당 1,174천원

의 사
870명당 1명

의료시설
1,170명당 1개소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7 군민 생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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