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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 수려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 배후의 전원생활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면서 널리 알려져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군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건설하고,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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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기본현황01
일반현황

지방교부세
2,030

(45.07%)

국고 보조금
1,300

(28.86%)

지방세
389(8.6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9(10.18%)

세외수입 
246(5.47%) 조정교부금 등 

80(1.78%)

세입 (단위 : 억원, %) 세출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860

(19.10%)

환경보호
733

(16.26%)

농림해양수산
854

(18.96%)

국토 및 
지역개발

470
(10.43%)

기타
610

(13.55%)

수송 및 교통
223(4.96%)

일반공공행정 
166(3.68%)

문화 및 관광
245(5.44%)

공공질서 및 안전
89(1.98%)

산업·중소기업
88(1.96%)

보건  66(1.46%) 교육 53(1.19%)
예비비 47(1.03%)

예산현황

0

1,250

2,500

3,750

5,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년 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년도 4,504 3,929 575
2016년도 4,373 3,861 512
2015년도 4,098 3,658 440
2014년도 4,022 3,522 500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500 440 512

3,522

4,022

3,658

4,098

3,861

4,373

      면 적
1,819㎢
(전국의 1.8%, 
강원도의 10.8%)

수도권 배후의 
꿈에 그린 전원도시
귀농귀촌 1등도시, 사계절 휴양도시, 
다양한 힐링휴양인프라
Wide river Garden city

지 역
특 성

      인 구
70,076명
(강원도의 4.5%, 
도내 군지역중 1위)

행 정
구 역

1읍, 9면, 198리, 
1,054반

행 정
조 직

2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0읍면, 1의회

575

3,929

4,504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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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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년도 4,504 3,929 575
2016년도 4,373 3,861 512
2015년도 4,098 3,658 440
2014년도 4,022 3,522 500

1읍, 9면, 198리, 
1,054반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사회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내발적 산업·경제정책 실현

선진 농축산업 산지소득화

활기찬 문예·관광·체육 진흥

02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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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군정운영 방향
민선6기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현장 중심 군정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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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넘치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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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6 군정성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특화규제 발굴 개선 12건, 조례 규제개선 14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42회 실시, 488건 상담

•민원 협력관제 운영 : 접수 38건(해결 26건)

•종합이동봉사 운영 : 8개 단체 166명 참여, 339건 처리

•2016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 초등 8개교 19회 430명 수강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 : 58개사업  3,400백만원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 중국 쌍압산시 우호도시 체결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 컴퓨터, 한글강좌 등 876명 수료

•홍천 아카데미 운영 : 6회 1,400여명 참석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 : 128건 접수 105건 처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13개소 30대  198백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 수하지구  2,650백만원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 4개 분야  5,636백만원

•행정자치부 2016 정부3.0 평가 : 우수기관(50백만원)

•강원도 2016 정부3.0 경진대회 : 우수기관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우수기관

•강원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 우수기관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1,413명 1,326백만원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1,200건

•보건복지연계서비스 『희망e빛 시스템』 운영 : 264건

•자원봉사 모집 활성화 : 12,700명 등록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706가구   348백만원

•남면보금자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 128백만원

•주거급여 사업 : 928가구 1,652백만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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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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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 연금 800명, 수당 580명, 의료비 2,300건

•장애인 근로작업장 준공 : 3,550백만원

•양성평등기금 조성 : 20억원

•출산양육지원 : 1,582명  53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 6개소  893백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 320명  335백만원

•고혈압·당뇨 질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 연간 38,615명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운영 : 1,273건 470명 관리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운영 : 506명 관리  28백만원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1,393가구 5,470백만원

   - 저소득 자녀장학금 : 30명 21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40세대

   - 취약계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 : 729명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당 지원(운영비 등) : 198개소  994백만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 116개소  193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 : 1,000백만원

•노인생활 안정 지원

   -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지원 : 1,360명  2,599백만원

   - 노인 기초연금 : 10,507명  23,362백만원  

   - 노인 장기요양보험 : 2,060건  2,410백만원

   - 홍천군 노인복지관 지원 : 896백만원

•보건복지부 2016 정부합동평가 통합건강증진분야 :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분야 :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6 보건진료소 운영사례 : 장려상 수상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운영 : 우수기관

•강원도 정부합동평가 보건정책분야 : 우수기관

•강원도 자살예방관리분야 : 우수기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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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 520백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 9건  19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18건  6,483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 43건  295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3개 분야  894백만원

•창업·이전 중소기업 조기정착, 기반시설 지원 : 906백만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 사회적기업 1, 마을기업 2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 400명  2,562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3개 분야 65명  313백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 박람회 개최 : 2,892명 상담, 일자리 알선

•우량기업 유치 : (주)아하그린식품 투자액  8,000백만원 고용 70명

•청장년 일자리 지원 : 9개업체 23명  132백만원
•행정자치부 우수마을 경진대회 장려상 : 홍천명품한과(30백만원)

•강원도 시군에너지 시책평가 : 종합부문 우수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8개 사업  2,860백만원

•농업인력 육성 지원 : 10개 사업  1,247백만원

•밭작물육성 및 강화 : 5개 사업  518백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 146백만원

•농업환경유지 및 친환경농업육성 : 6개 사업  8,206백만원

•인삼 명품화 지원 : 4개 사업  1,609백만원

•시설원예 기반확충 지원 : 4개 사업  447백만원

•농협 연계 협력사업 : 농협 9개소  1,972백만원

•노후시설 원예하우스 비닐교체 : 438동  438백만원

•꽃작약 재배단지 조성지원 : 403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 : 520백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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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 520백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 9건  19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18건  6,483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 43건  295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3개 분야  894백만원

•창업·이전 중소기업 조기정착, 기반시설 지원 : 906백만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 사회적기업 1, 마을기업 2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 400명  2,562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3개 분야 65명  313백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 박람회 개최 : 2,892명 상담, 일자리 알선

•우량기업 유치 : (주)아하그린식품 투자액  8,000백만원 고용 70명

•청장년 일자리 지원 : 9개업체 23명  132백만원
•행정자치부 우수마을 경진대회 장려상 : 홍천명품한과(30백만원)

•강원도 시군에너지 시책평가 : 종합부문 우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8개 사업  2,860백만원

•농업인력 육성 지원 : 10개 사업  1,247백만원

•밭작물육성 및 강화 : 5개 사업  518백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 146백만원

•농업환경유지 및 친환경농업육성 : 6개 사업  8,206백만원

•인삼 명품화 지원 : 4개 사업  1,609백만원

•시설원예 기반확충 지원 : 4개 사업  447백만원

•농협 연계 협력사업 : 농협 9개소  1,972백만원

•노후시설 원예하우스 비닐교체 : 438동  438백만원

•꽃작약 재배단지 조성지원 : 403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 : 520백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 48동  997백만원

•홍천로컬푸드센터 준공 : 955백만원

•홍천한우 육성 : 424개 사업  2,984백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90개소  90백만원

•한돈, 양계, 꿀벌 농가 지원 : 3개 분야  1,172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경쟁력 강화 지원 : 2개 분야 227백만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사업 : 4개 사업  1,500백만원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 : 2개 사업  6,486백만원

•청정 산양삼 단지 조성 : 6개 분야  117백만원

•산림경영을 통한 소득 증대 : 7개 분야  1,498백만원 

•도시공원,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4개 분야  2,100백만원

•무궁화수목원 조성 : 14만본 7,980백만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 2개 분야  425백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 : 2개 분야  581백만원

•농촌체험 및 농작업 환경개선 : 3개 분야  1,803백만원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 : 13개 사업  4,727백만원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준공 : 2,220백만원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지원 : 2개 분야  932백만원

•농촌진흥청 신기술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 최우수

•농촌진흥청 친환경청정사업 평가 : 1위

•농촌진흥청 6차 산업 성과확산 경진대회 : 최우수

•강원도 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 청량2리(5억원),길곡리(5억원),구만리(4.7억원),

      유치2리(2억원),마곡리(2.5억원)

•강원도 6차산업화 경진대회 금상 : 하미토미영농조합(3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경진대회 입상 : 뫼네뜰영농조합법인

•2016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한우부문 : 대상(3년 연속)

•2016 국가 NBA 브랜드 한우부분 : 대상(4년 연속)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정 획득 : 12년 연속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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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 : 2016.7.18.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공모사업 선정 : 예정 30~60가구

•2016년 새뜰마을 사업 : 남면 제곡리  1,300백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 7,530백만원

   - 화촌면농촌중심지, 창조적마을

      (구만리,노일리,장평2리,중화계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홍천군 문화센터 운영 : 문화교실 32강좌 590명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 13회 4,600명 참여

•홍천미술전시관 운영 : 기획, 초대전시 22회

•은행나무 숲 관광휴양지 조성 : 주차장 7,537㎡  490백만원

•덕탄 탐방로 조성 : 600백만원

•특성화한 계절 축제 운영 : 2개 분야  1,805백만원

•연봉도서관 운영 : 도서 45,632권, 연간 이용자 102,718명

•도서관 체험학습 운영 : 115회  2,263명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 10개 분야  18,626명 참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 300백만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 350백만원

•홍천국민체육센터 운영 : 연간 196,423명 이용 

•강원도 장애인 체육발전 유공 : 기관표창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2017 주요시책

11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전문화된 홍천군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 2명

•인도정비 추진단 구성·운영 : 40명  504건 정비 

•도시계획도로 준공 : 11개소  26,619백만원

•덕치교 ~ 수타사간 자전거도로 개설 : L=704m  983백만원

•회전교차로 준공 : 3개소  3,138백만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 8개 읍면  39개 마을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7,196백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 234동  581백만원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 245대  690백만원(누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 4,089백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

   - 내국인 3,000명, 외국인 900명 방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63가구  176백만원

•상수도(원) 기반시설 지원 : 3개 분야  2,780백만원

•밭기반 정비 : 관정 3공 65ha  25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 : 관정 15공  748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9개 노선 15㎞, 14,430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 3개 분야 9㎞  9,385백만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 : 75동  4,500백만원

•빈집정비(철거) 사업 : 36개소 150백만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운영 평가 : 3위

•강원도 지적재조사 평가 : 우수기관

•강원도 농촌주거환경개선 평가 :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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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시책05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정의 평가 기능 강화 :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생산 / 효율성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현장규제 발굴, 제도 개선, 투자기반 강화

•동영상 제작 홍보 마케팅 : 보도자료, 수도권 광고, 홍보 강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 : 위탁사무 진단, 대안제시, 운영 효율화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친환경무상급식 등 53건  4,500백만원

•공공기숙사 운영 : 향토학사(춘천) 50명, 강원학사(서울) 20명

•국제/국내 교류 : 경제, 문화, 축제 교류, 농산물 직거래 등

   - 국제교류 : 필리핀 산후안시, 중국 위수시, 빈해현, 쌍압산시

   - 국내교류 : 서울 강동구, 경기 성남시, 인천 부평구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 복합민원 인허가 편의, 민원 간소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2개소(공공/금융기관), 등본 등 66종

•민원 협력관제 운영 : 현장방문, 고충해소, 대안제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 수요자중심 서비스 : 농막 건축신고 대행, 시간외 주민증/여권 발급

   - 고객만족 서비스 : 안내데스크 설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 군민편의 서비스 : 무료법률상담(매주 월/행정상황실), 종합이동봉사

•무궁화장학회 운영

   - 고교생  1백만원, 대학생  2~3백만원, 기금조성액  6,124백만원

•군민 불편사항 개선 시스템 운영 : 현장 견문보고제 시행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실, 재무과 환경개선,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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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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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관리계획, 안전한국훈련, 민관 안전문화운동 정착 

•재난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

   -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강화 : 462개소 수시점검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 43개소 운영  54백만원

•위기관리 능력 배양

   -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 : 통합방위협의회, 을지연습 실시 

   - 민방위조직 편성 운영 :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교량, 급경사지) 정비 : 3개소  18,12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운용 :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기금  3,269백만원

•주민생활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관제 609대, 24시간 모니터링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 17개소 34대  550백만원

 

•군정의 평가 기능 강화 :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생산 / 효율성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현장규제 발굴, 제도 개선, 투자기반 강화

•동영상 제작 홍보 마케팅 : 보도자료, 수도권 광고, 홍보 강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 : 위탁사무 진단, 대안제시, 운영 효율화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친환경무상급식 등 53건  4,500백만원

•공공기숙사 운영 : 향토학사(춘천) 50명, 강원학사(서울) 20명

•국제/국내 교류 : 경제, 문화, 축제 교류, 농산물 직거래 등

   - 국제교류 : 필리핀 산후안시, 중국 위수시, 빈해현, 쌍압산시

   - 국내교류 : 서울 강동구, 경기 성남시, 인천 부평구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 복합민원 인허가 편의, 민원 간소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2개소(공공/금융기관), 등본 등 66종

•민원 협력관제 운영 : 현장방문, 고충해소, 대안제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 수요자중심 서비스 : 농막 건축신고 대행, 시간외 주민증/여권 발급

   - 고객만족 서비스 : 안내데스크 설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 군민편의 서비스 : 무료법률상담(매주 월/행정상황실), 종합이동봉사

•무궁화장학회 운영

   - 고교생  1백만원, 대학생  2~3백만원, 기금조성액  6,124백만원

•군민 불편사항 개선 시스템 운영 : 현장 견문보고제 시행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실, 재무과 환경개선,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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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 운영 :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분과별 토의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 : 관내 10중교, 진로탐색, 직업체험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 관내 15초교, 자긍심, 향토애 고취

•행복제안제도 운영
   - 창의적/발전적 제안, 특별 공모제 운영

•주민 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절상 운영
   - 친절 평가카드, 인터넷, 편지 등으로 추천

•군민 교육서비스 강화
   - 홍천아카데미 운영, 교육통합포털 구축, 정보화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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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 30백만원 이상 주민생활 직접 관련 공사

1-2    군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행정 구현

1-3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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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시책05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 7,039백만원

   - 의료 급여 : 1,222백만원, 주거 급여 : 1,381백만원

•기초연금 지원 : 약 11,000명  24,257백만원

•노후주택 개량 : 차상위계층, 17동 / 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 문제해결 모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교육문화 49사업  815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 270단체 13,500명 목표, 집수리 등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 7분야  3,063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 : 신축 1개소  1,500백만원, 정비 8개소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 1,437백만원

   - 현충시설 15개소 정비, 보훈 7단체 운영비 지원

   - 보훈대상 위로, 보훈 / 참전수당(5~10만원/월) 지급

•출산양육 지원 : 613백만원

   - 출산장려(둘째 50, 셋째 150만원), 안전보험, 다자녀학비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 12,322백만원

   - 양육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등 지원, 부모 모니터링 운영

•요보호아동 지원 : 1,489백만원

   - 복지시설/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생활안정, 학습 등 지원

•아동문화활동 확대 : 문화탐방 등 2사업,  60백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 취약계층아동 지원 2사업  354백만원

•취약계층 자녀장학금 지원 : 장학금(50~100만원), 교복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 지원센터 운영 등 15사업  446백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등 9사업  240백만원

•긴급 복지 지원 : 위기가정 생계/의료/주거 지원  325백만원

2-2     건강한 가족, 행복한 사회를 여는 희망복지

2-1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복지



2017 주요시책

15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삼덕원 등 5개소  2,355백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  2,344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연금, 의료비, 이동목욕 등  3,202백만원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4분야  1,492백만원

•노인 일자리 확대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288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  3,364백만원

   - 냉방기 설치, 운영비 지원, 순회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신축 및 개축 9개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 431가구 안전시스템 운영 

•노인회관 신축

   - 홍천 진리, 지상 4층 1,700㎡  5,000백만원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북방면 상화계리  1,931백만원

   -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 강원대병원과 연계  124백만원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 조성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469백만원

   - 원격건강관리사업

      ▶ 원격지 의사(보건소)와 만성질환자간 진료

•치매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 등  176백만원

•명품경로당 운영

   - 순회진료, 기초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 7,039백만원

   - 의료 급여 : 1,222백만원, 주거 급여 : 1,381백만원

•기초연금 지원 : 약 11,000명  24,257백만원

•노후주택 개량 : 차상위계층, 17동 / 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 문제해결 모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교육문화 49사업  815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 270단체 13,500명 목표, 집수리 등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 7분야  3,063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 : 신축 1개소  1,500백만원, 정비 8개소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 1,437백만원

   - 현충시설 15개소 정비, 보훈 7단체 운영비 지원

   - 보훈대상 위로, 보훈 / 참전수당(5~10만원/월) 지급

•출산양육 지원 : 613백만원

   - 출산장려(둘째 50, 셋째 150만원), 안전보험, 다자녀학비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 12,322백만원

   - 양육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등 지원, 부모 모니터링 운영

•요보호아동 지원 : 1,489백만원

   - 복지시설/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생활안정, 학습 등 지원

•아동문화활동 확대 : 문화탐방 등 2사업,  60백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 취약계층아동 지원 2사업  354백만원

•취약계층 자녀장학금 지원 : 장학금(50~100만원), 교복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 지원센터 운영 등 15사업  446백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등 9사업  240백만원

•긴급 복지 지원 : 위기가정 생계/의료/주거 지원  325백만원

2-4     고품질 보건서비스로 건강도시 홍천 실현

2-3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통합복지



16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2017 주요시책05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을 
실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 272백만원

    - 옛장터풍경, 프리마켓존, 상징조형물 설치

    - 전통시장 상인대학운영, 문화공연, 이벤트행사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

   - 경영개선교육, 융자 이차보전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태양광, 지열 등 101가구 보조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 공공시설  650백만원

    -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 93가구  70백만원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

   -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북방 농공단지 조성

   - 상화계리  100,678㎡  22,000백만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 1,28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 메디칼허브연구소  30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25기업  8,160백만원

   -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 300백만원 

•생명건강산업 활성화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및 지원

      ▶  1,100백만원

   -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자연계열 2학년생  

3-1    살 맛 나는 서민경제 만들기

3-2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2017 주요시책

17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 희망키움사업, 청장년 일자리보조  246백만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근로 등 386명  2,270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사업 : 한옥 전문가, 귀농귀촌 취업지원  277백만원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공공산림가꾸기 : 바이오매스 수집단 279명  3,805백만원

   - 맞춤형 조림사업 : 3,030백만원

   - 하천가꾸기 : 1,100백만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10기업  272백만원

•전원도시 특화사업 추진

   - 정주여건 개선 : 전원생활권, 산림휴양권, 농업경영권 1.14㎢

   - 귀농귀촌 지원 : 귀농교육센터 운영, 귀농귀촌주택제공, 기타융자 등

   - 특화사업 홍보 : 전원도시특구 홍보간판 설치, 전원시책 홍보

•전원마을 조성 추진

   - 귀농귀촌 주택단지 : 두촌 철정리, 30~40세대, LH(리츠) 시행

   - 출퇴근 귀산촌주택 : 홍천 하오안, 30~40세대. 민자 시행

   - 대지조성사업 추진 : 2개소(남면 제곡, 서면 대곡), 20~40세대 규모 

•군관민 화합을 통한 軍의 우리 군민화

   - 군인의 날 행사 추진 : 10월 초,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 軍과 협력증진 도모 : 지역 농산물 애용, 농촌일손돕기

   - 군부대 지원사업 : 군부대 주변가꾸기, 체육시설 군부대 개방

3-3    공공일자리 창출 내실화

3-4    특색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18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2017 주요시책05 선진 농축산업 육성과 산지소득화로
잘사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력 육성 : 15사업  1,591백만원

   - 후계농업인 농업기반 확보, 농업경영인 영농활동지원 등

   - 후계농업인 육성, 영농교육, 품목별교육, 농촌리더교육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7사업  2,707백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총각결혼지원 등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추진

   - 농기계 임대, 운전교육 등 : 2,051백만원

   -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 : 120백만원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177백만원

•농촌체험 정보 네트워크 구축 : 15개 사업  2,055백만원

   - 문화터미널 조성 : 농촌체험·숙박·자원정보 네트워크 구축

   - 경관농업 형성 : 화촌 외삼포, 22㏊  2,500원/3.3㎡ 지원  

   - 팸투어 지원, 1사1촌 교류지원,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 12사업  8,115백만원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업기반, 유기질비료 등 지원 

   - 토양안정성 분석, 농업미생물 공급, 클로렐라 기술보급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 3사업  977백만원

   -가공상품 시험생산, 가공상품 생산라인 구축, 가공기술 교육

•지역자원 연계 6차 산업화 기반구축 : 5사업  315백만원

   - 홍총떡 지원, 팜파티,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공간 조성 

•농특산물 브랜드화 유통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 가공시설 지원, 농산물판매장 설치  1,471백만원

   - 브랜드 마켓팅 : 홈쇼핑, 직거래, GAP 지원 등  2,654백만원

•특화작물육성 

   - 산채특산화 419백만원, 과수육성 429백만원

   - 오미자 특산화 303백만원, 인삼명품화 1,610백만원

   - 원예특작 6,100백만원, 신소득작목육성 215백만원

4-1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4-2      특성화, 명품화를 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



2017 주요시책

19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 9사업  2,181백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 30농가  30백만원

•예방중심 가축방역체계 구축 : 34사업  2,580백만원

•양계 사육농가 육성 : 3사업  381백만원

•청정 한돈 경영 선진화 : 3사업  362백만원

•토종벌/양봉 사육농가 지원 : 5사업  203백만원

•어업 생산기반 구축지원 : 12사업  299백만원

•홍천한우 및 선진낙농 육성

   - 홍천한우 육성 : 16사업  3,458백만원

   - 낙농산업 활성화 : 10사업  1,076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 8사업  609백만원

•수익형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선도 산림경영단지 : 1,770㏊  1,5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 : 4,000㏊  5,683백만원

•산림 경영을 통한 산지소득화

   - 청정산양삼 산업특화, 잣명품화 등 : 212백만원

•무궁화 중심도시 기반구축

   - 무궁화 수목원 운영 관리, 스토리텔링, 홍보물 설치

   - 무궁화가 어우러진 경관조성 : 4사업  487백만원 

•도시공원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수변공원 조성 : 검율리, 91,341㎡  15,000백만원

   - 어린이공원 조성 : 갈마곡, 1,500㎡  1,000백만원

   - 읍면 마을소공원 쉼터 조성 : 읍면 12개소  800백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 12사업  8,115백만원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업기반, 유기질비료 등 지원 

   - 토양안정성 분석, 농업미생물 공급, 클로렐라 기술보급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 3사업  977백만원

   -가공상품 시험생산, 가공상품 생산라인 구축, 가공기술 교육

•지역자원 연계 6차 산업화 기반구축 : 5사업  315백만원

   - 홍총떡 지원, 팜파티,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공간 조성 

•농특산물 브랜드화 유통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 가공시설 지원, 농산물판매장 설치  1,471백만원

   - 브랜드 마켓팅 : 홈쇼핑, 직거래, GAP 지원 등  2,654백만원

•특화작물육성 

   - 산채특산화 419백만원, 과수육성 429백만원

   - 오미자 특산화 303백만원, 인삼명품화 1,610백만원

   - 원예특작 6,100백만원, 신소득작목육성 215백만원

4-3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4-4      산림자원의 관광 자원화, 산지 소득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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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시책05 누리고 즐기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 되도록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 : 서석 풍암  2,000백만원

   -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 남면 양덕원  2,000백만원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 공립박물관 건립 : 홍천 연봉  2,800백만원

   - 홍천군지 발간 : 역사, 정치, 경제, 인물 등 수록  500백만원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기획공연, 한마음음악회,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운영

•평생학습 확대

   - 1군민 1취미 갖기 : 80개 동아리 강사료 지원  307백만원

   - 연봉도서관 독서문화활동 : 도서관 체험학습, 북스타트, 독서교실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 관광지 환경정비, 편의시설 확충

   -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 축제 팸투어, 코레일시장투어, 인센티브

   - 홍천 9경 스토리 발굴

      ▶ 구전 스토리 발굴, 홍보판, 조형물 설치

•관광 기반시설 조성 

   - 팔봉산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 구역확대 및 관광시설 확충

   -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 동면 덕치  16,285백만원

   - 자라바위 에코레포츠파크 : 서면 반곡  3,150백만원

   - 용소계곡탐방로, 화전민테마마을, 공작골생태공원 등 
      읍면단위 테마관광지 조성

5-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5-2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관광자원의 확충



2017 주요시책

21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 29,773㎡ 축구장 등  5,350백만원

   -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 44,689㎡ 잔디구장 등  8,482백만원

   -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 57,456㎡ 축구장 외 3종  15,000백만원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 20개 대회  1,097백만원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6개 대회  189백만원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 체육회 운영, 체육행사 지원  2,005백만원

•무궁화 축제 :  매년 10월초 / 종합운동장, 토리숲 

•홍천강 꽁꽁축제 :  매년 1월중 / 홍천강

•찰옥수수 축제 : 매년 7월말 / 토리숲

•홍천맥주 축제 :  신규 8월중 / 토리숲

•인삼한우 명품축제 : 매년 10월중 / 토리숲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 연중(5월 ~ 12월)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 : 서석 풍암  2,000백만원

   -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 남면 양덕원  2,000백만원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 공립박물관 건립 : 홍천 연봉  2,800백만원

   - 홍천군지 발간 : 역사, 정치, 경제, 인물 등 수록  500백만원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기획공연, 한마음음악회,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운영

•평생학습 확대

   - 1군민 1취미 갖기 : 80개 동아리 강사료 지원  307백만원

   - 연봉도서관 독서문화활동 : 도서관 체험학습, 북스타트, 독서교실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 관광지 환경정비, 편의시설 확충

   -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 축제 팸투어, 코레일시장투어, 인센티브

   - 홍천 9경 스토리 발굴

      ▶ 구전 스토리 발굴, 홍보판, 조형물 설치

•관광 기반시설 조성 

   - 팔봉산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 구역확대 및 관광시설 확충

   -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 동면 덕치  16,285백만원

   - 자라바위 에코레포츠파크 : 서면 반곡  3,150백만원

   - 용소계곡탐방로, 화전민테마마을, 공작골생태공원 등 
      읍면단위 테마관광지 조성

5-3    생활체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의 건강 실현

5-4    4계절 경쟁력 있는 소득형 축제 육성



22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2017 주요시책05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싶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자연 자원의 보전

   -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탐방로 47㎞  6,000백만원

   -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 열린화장실 202개소  95백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 가축분뇨자원화, 퇴비생산시설 운영 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 3,660백만원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 3,724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운영 : 홍천읍 시범지역 245대 설치

   - 생활폐기물 소각1호기 대수선 : 4,644백만원 12톤⇒18톤/일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 8개소  128백만원

•국가계획 반영사업 조기 착수 추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원주~춘천 단선철도(추가검토사업)

   -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널미재 터널 사업 

•도시 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정비 13노선, 3.52㎞  16,870백만원
   - 희망리~연봉리 인도교 설치 : 5,570백만원
   - 공영주차장 확충 : 1개소  350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정비 : 5노선, 6.43㎞  2,00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 : 12노선 10.51㎞  6,300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

   - 지방하천(687m, 1,667백만원), 소하천(7,116m  10,900백만원)

   - 하천제방(16개소, 1,754m  1,770백만원)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법정도로 등) 

   - 마을안길 포장(43건  2,729백만원), 배수로설치(30건  1,178백만원)

   - 교량설치 등(21개소  1,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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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정자연환경 활용 녹색성장 실현

6-2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2017 주요시책

23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농촌주택 개량 융자지원 : 75동  4,500백만원, 연리 2%

   - 빈집정비 70동, 120백만원, 경관주택 5동  25백만원

   - 교통취약지 희망택시 운영 : 38마을  300백만원

•정주여건 개선 추진

   - 농산어촌개발

      ▶ 5권역(내촌/홍천/내면/두촌/화촌)  31,800백만원

   - 새뜰마을사업

      ▶ 남면 제곡리, 1,306백만원

   - 임대주택사업
      ▶ 행복주택 50세대, 공공임대 100세대  16,825백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  희망3지구, 갈마곡1지구  71백만원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 지방상수도 현대화 : 관망정비, 블록구축 등  31,006백만원

   -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동면 노천  7,150백만원

   -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서면, 북방 등  25,024백만원

   -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 홍천군 일원, 9.8㎞  2,265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 12곳, 관로 22.3㎞  2,976백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 72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 41개 시설  4,113백만원

   - 하수관로 확장 : 하오안, 중화계, 화동지역  17,860백만원

   - 마을하수도 개량 : 18개소  17,291백만원 

•국가계획 반영사업 조기 착수 추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원주~춘천 단선철도(추가검토사업)

   -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널미재 터널 사업 

•도시 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정비 13노선, 3.52㎞  16,870백만원
   - 희망리~연봉리 인도교 설치 : 5,570백만원
   - 공영주차장 확충 : 1개소  350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정비 : 5노선, 6.43㎞  2,00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 : 12노선 10.51㎞  6,300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

   - 지방하천(687m, 1,667백만원), 소하천(7,116m  10,900백만원)

   - 하천제방(16개소, 1,754m  1,770백만원)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법정도로 등) 

   - 마을안길 포장(43건  2,729백만원), 배수로설치(30건  1,178백만원)

   - 교량설치 등(21개소  1,600백만원)

6-3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6-4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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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7 
월별 주요행사06

1월
•새해맞이행사   장소 남산  주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430-2422)

•제5회 홍천강 인삼송어 꽁꽁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3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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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장소 홍천읍사무소  주관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430-2840)

3월
 •제98주년 3.1절 기념 행사    장소 무궁화공원  주관 자치행정과 서무담당(430-223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경관주택사업 설명회  장소 읍·면사무소  주관 토지주택과 토지행정담당(430-2152) 

 •결핵 예방의 날 행사  장소 무궁화거리  주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430-4050)

  4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2017강원 자전거대행진」   

  장소 군청⇢홍천농고⇢덕치교⇢갈마곡교⇢화양교⇢군청  주관 전원도시과 도시시설담당(430-2930)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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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17 을지연습 장소 충무상황실  주관 자치행정과 서무담당(430-2230)

 •제4회 홍천평생학습축제 장소 홍천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0)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장소 토리숲  주관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430-2130)

 •제5회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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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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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제67주년 6.25 전쟁기념 행사  장소 미정  주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430-2062)

 •제62주년 현충일 행사 장소 무궁화공원  주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430-2062)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장소 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430-2070)

 •홍천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장소 미정  주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430-2100)



2017 주요시책

25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새해맞이행사   장소 남산  주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430-2422)

•제5회 홍천강 인삼송어 꽁꽁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3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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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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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2017강원 자전거대행진」   

  장소 군청⇢홍천농고⇢덕치교⇢갈마곡교⇢화양교⇢군청  주관 전원도시과 도시시설담당(430-2930)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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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제21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정책과 농산지원담당(430-2690)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장소 토리숲, 무궁화테마파크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770)

8월
 •2017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 장소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주관 경제협력과 창조산업담당(430-2830

 •홍천 맥주축제   장소 미정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30-2490))

9월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식 장소 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정신건강담당(430-4030)

 •제15회 홍천군 양성평등한마음대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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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제8회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한마당 장소 홍천군종합운동장  주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43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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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무궁화축제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토리숲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30-2490)

 •수타사 산소길 걷기 행사 장소 수타사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30-2470)

 •제15회 6년근강원홍천인삼·늘푸름홍천한우 명품축제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정책과 인삼특작담당(430-2685), 축산과 축산유통담당(430-2740)

 •제8회 명랑운동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제12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11월
 •좋은 일터 취업 박람회 장소 홍천여자고등학교  주관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43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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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창조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기획감사실 창조마을담당(43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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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장소 홍천중학교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세계에이즈 날 행사 장소 무궁화거리  주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43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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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홍천군자원봉사자대회 장소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430-2070)

 •강원도 정보화마을 한마음대회 장소 미정  주관 자치행정과 정보화담당(43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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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생활 통계0507
세대원

세대당 2.3명

출 생

1일 1.2명

사 망

1일 1.8명

주 택

가구당 1.1채

관광객수

1일 12,345명

도 로

연장 697,870㎞
자동차

호당1.06대

군 공무원

104명당 1명

소방관

532명당 1명

학 생

8,031명

교 사

학생 9.2명당 1명

군예산

1인당 8,482천원

지방세

1인당 1,071천원
의 사

838명당 1명

의료시설

1,149명당 1개소

인구밀도

1㎢당 39.2명

전 입

1일 19.44명

전 출

1일 19.43명

혼 인

1일 1쌍

이 혼

1일 0.5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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