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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 수려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 배후의 전원생활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면서 널리 알려져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

귀촌 희망자가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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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River
Garden City

꿈과 희망이 넘치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0 1 8  주 요 시 책



기본현황

군정비전과 목표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

2017년 군정성과

2018년 주요 시책

2018년 월별 주요 행사

군민 생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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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지방교부세
2,390

(47.65%)

보조금
1,369

(27.30%)

지방세
429(8.5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1(9.19 %)

세외수입 
287(5.72%) 조정교부금 등 

80(1.59%)

세입 (단위 : 억원, %) 세출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1,096

(21.86%)

환경보호
726

(14.47%)

농림해양수산
818

(16.31%)

국토 및 
지역개발

578
(11.52%)

기타
665

(13.27%)

수송 및 교통
295(5.88%)

일반공공행정 
181(3.61%)

문화 및 관광
309(6.16%)

공공질서 및 안전
74(1.48%)

산업·중소기업
89(1.77%)

보건  82(1.64%) 교육 60(1.19%)
예비비 43(0.86%)

예산현황

0

1,250

2,500

3,750

5,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년 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년도 5,016 4,468 548
2017년도 4,504 3,929 575
2016년도 4,373 3,861 512
2015년도 4,098 3,658 440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440 512 575

3,658

4,098

3,861

4,373

3,929

4,504

      면 적
1,820㎢
(전국의 1.8%, 
강원도의 10.8%)

수도권 배후의 
꿈에 그린 전원도시
귀농·귀촌 1등 도시, 사계절 휴양도시, 
다양한 힐링휴양 인프라
Wide river Garden city

지 역
특 성

      인 구
70,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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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4,468

5,016

(단위 : 억원)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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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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사회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내발적 산업·경제정책 실현

선진 농축산업 산지 소득화

활기찬 문예·관광·체육 진흥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년 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년도 5,016 4,468 548
2017년도 4,504 3,929 575
2016년도 4,373 3,861 512
2015년도 4,098 3,658 440

1읍, 9면, 198리, 
1,054반

기본현황 02 2018 
주요시책
HONGCHEONGUN

민선6기
군정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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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현장 중심 군정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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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넘치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조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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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조례규제 개선 35건,

중앙부처 건의 24건

•소규모 지적불부합 정리: 홍천읍 갈마곡리외 3개 지구 30필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 64명 417백만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24명 30백만원

•주민정보화 교육: 960명

•홍천아카데미 운영: 7회 2,100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화촌면 569백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희망1, 2지구 280필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45회 실시 457건 상담

•민원상담관제 운영: 5명 2,600건 해결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주1회 실시

•종합이동 봉사 운영: 8개단체 101명 참여, 326건 처리

•국제협력 교류 강화: 필리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 81명

•교육경비 지원: 62개 사업 5,216백만원

•무상급식 운영: 36개교 4,728명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초등학교 9개교 총 24회/577명

•내고장 탐방 동아리 운영: 고등학교 2개교 총 6회/51명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2개소/82대 550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789건 처리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32개소 542백만원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4개 분야 7,846백만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서면 되룡교 외 1개사업

•재난취약지 개선사업: 자동우량경보 보강사업 259백만원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 125명 구명복 무료 대여소 35개소

•강원도 201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강원도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특별상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2017 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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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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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1,423명 1,275백만원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53명 13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9개소, 226명 50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61개소 12,023백만원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희망e빛』 운영: 128명 253건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 및 지원: 125가구

•사회취약계층 지원: 연탄지원·난방유 지원 58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576가구 810명, 278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3,726명 등록

•맞춤형 급여 지원: 3개 사업 6,129백만원

•자활사업: 94명 36백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100명 3,000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당 지원(운영비): 204개소 1,034백만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128개소 158백만원 

-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신축 7개소, 증축 3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개소: 홍천읍 너브내길 127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4개 사업 2,012백만원

• 출산양육 지원 

 - 출산 장려금: 214명 158백만원 

-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지원: 877명 226백만원 

- 다자녀 고교 학비지원: 297명 159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 293명 27개사업

•다문화가정 학습 지원: 157명 30백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88백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86명 154백만원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124백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935명 등록 172백만원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사업: 1,394명 검진 20백만원

•친환경 방역사업: 1,830회 158백만원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조례규제 개선 35건,

중앙부처 건의 24건

•소규모 지적불부합 정리: 홍천읍 갈마곡리외 3개 지구 30필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 64명 417백만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24명 30백만원

•주민정보화 교육: 960명

•홍천아카데미 운영: 7회 2,100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화촌면 569백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희망1, 2지구 280필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45회 실시 457건 상담

•민원상담관제 운영: 5명 2,600건 해결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주1회 실시

•종합이동 봉사 운영: 8개단체 101명 참여, 326건 처리

•국제협력 교류 강화: 필리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 81명

•교육경비 지원: 62개 사업 5,216백만원

•무상급식 운영: 36개교 4,728명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초등학교 9개교 총 24회/577명

•내고장 탐방 동아리 운영: 고등학교 2개교 총 6회/51명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2개소/82대 550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789건 처리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32개소 542백만원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4개 분야 7,846백만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서면 되룡교 외 1개사업

•재난취약지 개선사업: 자동우량경보 보강사업 259백만원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 125명 구명복 무료 대여소 35개소

•강원도 201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강원도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특별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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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460백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8명 160백만원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866백만원

•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1건 6,742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54개 사업 318백만원

•홍천군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40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3개 사업 9,083백만원

•농공단지 민간위탁사업: 285백만원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20,000백만원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 7백만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2개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20개업체/41명 210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자체 일자리창출: 252명 1,900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140명 957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44명 14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북방면 소매곡리 640백만원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6가구 87백만원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2017년 균형발전: 우수기관

•강원도 2017 자살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 강원도 2017 보건 및 건강증진발전사업  

발전대회(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관상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강원도 2017 열린혁신 평가대비: 우수

•여성가족부 2017 다문화가족 사회참여·교류: 우수기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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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8개 사업 1,998백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7개 사업 182백만원

•밭작물 육성 및 강화: 10개 사업 859백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2개 사업 128백만원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  

: 쌀소득보전직불제외 6개 사업 7,720백만원

•홍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신축: 2개소 430백만원

•이동형 로컬푸드 차량 지원: 4.5톤 104백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35동 300백만원

•경관농업 지원: 14농가 54백만원

•인삼 명품화 사업: 5개 사업 1,550백만원

•시설원예 기반 확충: 7개 사업 922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 520백만원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90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6개소 1,018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240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공 120백만원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 5,116명 309백만원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 143건 30백만원

•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 82회/184개 마을 1,764백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28세대/36명 264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 406백만원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 종자 생산: 6개 사업 329백만원

•원예 자동화 소득기반 구축: 6개 사업 274백만원

•산채재배 단지 조성: 9개 사업 486백만원

•최고 품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4개 사업 550백만원

• 농업미생물 친환경농자재 생산 보급  

: 5,400농가/450톤 516백만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460백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8명 160백만원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866백만원

•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1건 6,742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54개 사업 318백만원

•홍천군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40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3개 사업 9,083백만원

•농공단지 민간위탁사업: 285백만원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20,000백만원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 7백만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2개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20개업체/41명 210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자체 일자리창출: 252명 1,900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140명 957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44명 14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북방면 소매곡리 640백만원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6가구 87백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부자농촌 건설

• 지역발전위원회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2017년 균형발전: 우수기관

•강원도 2017 자살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 강원도 2017 보건 및 건강증진발전사업  

발전대회(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관상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강원도 2017 열린혁신 평가대비: 우수

•여성가족부 2017 다문화가족 사회참여·교류: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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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한우 육성사업: 15개 사업 2,858백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30동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 4개사업 720백만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사업: 117백만원

•한우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36백만원

•양계 사업농가 집중 육성: 3개 사업 377백만원

•토종벌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188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사업: 236백만원

•낙농시설 개선 지원사업: 5개소 97백만원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 1,500백만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 141회 3,263명

•읍면 지역 마을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 13개소 844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2017 우수 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2017 농업인대학 운영: 장려

•농촌진흥청 2017 ICT기반 교육훈련: 우수기관

• 강원도 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약마을 선정 

- 남면 제곡리(5억원),서석면 풍암리(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추진: 우수기관

•2017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한우부문: 대상(4년 연속)

•2017 국가 NBA 브랜드 한우부분: 대상(5년 연속)

•강원도 제42회 강원축산경진대회: 장려

•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정 획득 

: 13년 연속 인증

2017 군정성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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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향교 활용사업: 79회 35백만원

•향토 유적 보수 정비: 3개소 83백만원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남면 양덕원리 2,000백만원

•홍천9경 스토리 발굴: 18백만원

•팔봉산관광지 개발 용역: 109백만원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 400백만원

•특성화된 계절별 축제 운영: 3개 분야 2,550백만원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 1,620백만원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10개 분야  18,626명 참여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주차장): 959백만원

•연봉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364회 161명

•생활과학교실 운영: 5개 과정/100명 15백만원 

•주민공감 동아리 운영: 13개 동아리/113명 15백만원 

•평생학습 도시 사업: 4개 사업 54백만원

•연봉도서관 운영: 도서 49,133권, 연간 이용자 101,903명

•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내면 광원리·명개리 5,500백만원

• 체육시설 확충 

- 서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서면 반곡리 6,050백만원 

- 홍천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서면 반곡리 2,100백만원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8개소 2,650백만원

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홍천한우 육성사업: 15개 사업 2,858백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30동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 4개사업 720백만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사업: 117백만원

•한우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36백만원

•양계 사업농가 집중 육성: 3개 사업 377백만원

•토종벌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188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사업: 236백만원

•낙농시설 개선 지원사업: 5개소 97백만원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 1,500백만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 141회 3,263명

•읍면 지역 마을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 13개소 844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2017 우수 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2017 농업인대학 운영: 장려

•농촌진흥청 2017 ICT기반 교육훈련: 우수기관

• 강원도 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약마을 선정 

- 남면 제곡리(5억원),서석면 풍암리(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추진: 우수기관

•2017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한우부문: 대상(4년 연속)

•2017 국가 NBA 브랜드 한우부분: 대상(5년 연속)

•강원도 제42회 강원축산경진대회: 장려

•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정 획득 

: 13년 연속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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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정비사업: 7개소 2,016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3개소 2,035백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1,484백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146개소 150백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 1,251백만원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4개 사업 494백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개 지구 7,143백만원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 11개 사업 1,430백만원

•하천정비사업: 5개소 3,450백만원

•마을안길 포장: 88개소 7,517백만원

•교량 및 암거 설치 보수: 30개소 3,500백만원

•마을회간 신축(개축) 및 보수: 11개소 2,350백만원

•환경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633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833백만원

•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홍천읍 하오안리 6,000백만원

•생활폐기물 시설 위탁 운영: 3,452백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187동 328백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11대 388백만원

• 2015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 57개소 6,600백만원

•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 40개소 4,288백만원

• 서면 대곡리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설치: 92개소 4,200백만원

•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75km 1,529백만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2017 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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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도시환경 정비사업: 7개소 2,016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3개소 2,035백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1,484백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146개소 150백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 1,251백만원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4개 사업 494백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개 지구 7,143백만원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 11개 사업 1,430백만원

•하천정비사업: 5개소 3,450백만원

•마을안길 포장: 88개소 7,517백만원

•교량 및 암거 설치 보수: 30개소 3,500백만원

•마을회간 신축(개축) 및 보수: 11개소 2,350백만원

•환경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633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833백만원

•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홍천읍 하오안리 6,000백만원

•생활폐기물 시설 위탁 운영: 3,452백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187동 328백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11대 388백만원

• 2015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 57개소 6,600백만원

•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 40개소 4,288백만원

• 서면 대곡리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설치: 92개소 4,200백만원

•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75km 1,529백만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7.3km 6,531백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6개면 2,68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3.5km 1210백만원

•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 선정: 2개소 15,700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기관표창(장관)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 

- 홍천읍 갈마곡리 13,100백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서석면 5,976백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39,800백만원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 

- 내면 명개리(700백만원),내촌면 서곡리(500백만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분야: 기관표창(국무총리)

•강원도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분야: 기관표창(강원도)

•환경부 수질총량관리: 기관표창(장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 기관표창(장관)

•강원도 분리배출 활성화: 기관표창(강원도)

•강원도민일보·강원도 강원환경대상: 기관표창(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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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의 평가 기능 강화: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19백만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규제 발굴, 제도 개선, 투자기반 강화

•동영상 제작 홍보 마케팅: 보도자료, 수도권 광고, 홍보 강화

•친환경 급식 확대: 43개교 6,660명 2,3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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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상담관제 운영: 5명  인허가, 세무, 기타 민원 상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  수요자중심 서비스: 농막 건축신고 대행,  

시간외 주민증/여권 발급

   - 고객만족 서비스: 안내데스크 설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  군민편의 서비스: 무료법률상담(매주 월요일/행정상황실),  

종합이동봉사

•무궁화장학회 운영: 기금조성액  6,958백만원

   -  고교생  1백만원, 대학생  2~3백만원 

•군민 불편사항 개선: 민원실 재무과 환경개선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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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제도 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낭비 방지

•주민 정보화 교육: 900명 30백만원

1-1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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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2
0
1
8
  주

요
업

무
계

획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관리계획, 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

   -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강화: 395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43개소 54백만원

•위기관리 능력 배양

   -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 통합방위협의회, 을지연습 실시 

   - 민방위조직 편성 운영: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

   - 예비군 육성 지원: 109연대 134백만원

•주민생활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제 917대, 24시간 모니터링

   - 방범용 CCTV 설치: 12개소/8대 150백만원

•물놀이 안전대책 수립: 82개소/130명 7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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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 관내 초중교, 진로탐색, 직업체험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 관내 15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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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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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의 평가 기능 강화: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19백만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규제 발굴, 제도 개선, 투자기반 강화

•동영상 제작 홍보 마케팅: 보도자료, 수도권 광고, 홍보 강화

•친환경 급식 확대: 43개교 6,660명 2,3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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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상담관제 운영: 5명  인허가, 세무, 기타 민원 상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  수요자중심 서비스: 농막 건축신고 대행,  

시간외 주민증/여권 발급

   - 고객만족 서비스: 안내데스크 설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  군민편의 서비스: 무료법률상담(매주 월요일/행정상황실),  

종합이동봉사

•무궁화장학회 운영: 기금조성액  6,958백만원

   -  고교생  1백만원, 대학생  2~3백만원 

•군민 불편사항 개선: 민원실 재무과 환경개선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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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제도 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낭비 방지

•주민 정보화 교육: 900명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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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5,964백만원

   - 의료급여: 497백만원

   - 주거급여: 1,440백만원

•기초연금 지원: 11,213명, 29,62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1개 2명, 자활근로사업단 9개  64명

•희망키움 통장: 83명 11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 문제해결 모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교육문화사업, 위기가정지원 등 844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25백만원 275단체가입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1,785명 1,516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720가구 325백만원

•출산양육 지원: 6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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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서비스: 8,046백만원

   - 양육수당, 보육료,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2,069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취약계층아동 지원 외 29개 사업 230백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 163백만원

2 -1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복지

                                              

2 -2    
건강한 가족, 행복한 사회를 

여는 희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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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서석면 풍암리 2,000백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소: 홍천읍 무궁화로 52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개소 416백만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20명), 대학생 100만원(12명)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3개소 208백만원

•노인 일자리 확대: 2,270명 6,230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운영비 지원, 순회프로그램 운영 808백만원

•경로당 신축: 10개소 3,900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423가구 안전시스템 운영 

• 노인회관 신축 

- 홍천 진리, 지하 1층, 지상 4층 1,420㎡, 4,000백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6개 사업 3,443백만원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치매안심센터 설치: 홍천읍 희망리 1,635백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1,487백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180백만원

•응급구조 안전망 강화: 2개 사업 20백만원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80백만원

•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 9개 지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운영

•감염병 예방사업: 5개 사업 233백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469백만원

•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운영: 18개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29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33종 110백만원

•암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 5개 사업 225백만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10개 사업 239백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자살예방교육 등 176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720가구 325백만원

•출산양육 지원: 6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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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서비스: 8,046백만원

   - 양육수당, 보육료,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2,069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취약계층아동 지원 외 29개 사업 230백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 163백만원

2 -3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통합복지

                                              

2 -4   
고품질 보건서비스로  

건강도시 홍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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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HONGCHEONGUN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을 
실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개선 및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사: 132백만원

    - 전통시장 전기안점 검사: 12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대학운영, 문화공연, 이벤트 행사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토목·건축·전기공사 1,116백만원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

    - 경영개선 교육: 18명 

    - 소상공인 지원기금: 8명 160백만원

    -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16명 89백만원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19가구 488백만원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북방 농공단지 조성: 100,678㎡, 20,000백만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30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외 9개 사업 30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25개 기업 68백만원

   -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100백만원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40백만원

•생명건강산업 활성화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및 지원: 1,000백만원

   -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자연계열 2학년생 대상

3 -1    
살 맛 나는 

서민경제 만들기

3 -2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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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 망키움사업, 청장년 일자리보조 246백만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자체 일자리창출: 56개 사업/85명 1,200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29개 사업/128명 962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사업/20명 156백만원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청장년 일자리 지원 : 40명 240백만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공공산림가꾸기: 296명 1,500백만원

   - 맞춤형 조림사업: 2,081백만원

   - 하천 가꾸기: 400백만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3개소 60백만원

•전원도시 특화사업 추진

   - 정주여건 개선: 전원생활권, 산림휴양권, 농업경영권 1.14㎢

   -  귀농·귀촌 지원: 귀농교육센터 운영, 귀농·귀촌주택 제공,  

기타 융자 등

•전원마을 조성 추진

   - 귀농·귀촌 주택단지: 두촌 철정리, 30~40세대, LH(리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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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조성사업 추진 : 2개소(남면 제곡리, 서면 대곡리), 

      20~40세대 규모 

•군관민 화합을 통한 軍의 우리 군민화

   - 군인의 날 행사 추진: 10월 초, 체육행사, 화합 한마당

   - 軍과 협력증진 도모: 지역 농산물 애용, 농촌 일손 돕기

   - 군부대 지원사업: 군부대 주변 가꾸기, 체육시설 군부대 개방

3 -3    
공공일자리 창출 내실화                      

3 -4    
특색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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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 
주요시책
HONGCHEONGUN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산지소득화로 잘사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 밭작물 육성: 감자 광역브랜드화 외 7개 사업 570백만원
   -  농업환경 유지 및 환경개선: 유기질 비료 지원 외 3개 

사업 4,096백만원
   - 농가소득 안정화: 쌀소득보전직불제외 7개 사업 7,822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12개 마을 174백만원

•문화터미널 조성: 1,458백만원

•농업인력 육성 지원: 8개 사업 1,278백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40백만원
   - 전통발효식품 6차 산업: 480백만원

•원예특작 생산지원
   - 홍천명품 홍보: 520백만원
   - 고랭지 채소 포장재: 600백만원
   - 수출촉진비 지원: 14백만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 6,000건 1,451백만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8개 사업 537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 406백만원

•신소득 작목 보급 확대
   - 고품질 부추 재배 단지: 3ha
   -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방조망 시설
   -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 시범: 10개소

•원예자동화 소득기반 구축 
   -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20개소 100백만원
   - 과채류 문제 병해충 미생물적 방제: 1개소 2ha 40백만원
   - 고랭지 양채류 포장재 지원: 25,000매 30백만원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 

   - 대홍복숭아 명품 브랜드 육성: 1개소 300백만원
   - 과수 포장재 개선시범: 4과종 324백만원
   - 사과 시범단지조성: 13ha 325백만원

•친환경농업 종합분석 센터 운영: 504㎡ 209백만원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보급: 7개 사업 465백만원

4 -1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4 -2    
특성화, 명품화를 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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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

•홍천한우 육성
   - 홍천한우 생산 육성 지원: 8개 사업 925백만원
   - 향토산업 육성: (사)홍천사랑말한우 사업단 1,172백만원

•예방중심의 가축 방역사업: 9개 사업 1,645백만원

•어업생산 기반 구축 지원
   -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0백만원
   - 어선 트레일러 지원: 46백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477농가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 5개 사업 693백만원

•퇴비 생산 이용 효율성 증대: 3개 사업 1,453백만원

•양계 사육농가 육성: 23백만원

•토종벌 및 양봉사육 농가 지원
   -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8백만원
   - 토종벌 종봉 구입 지원: 70백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4개 사업 134백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 7개 사업 232백만원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조림(85백만원),숲가꾸기(374백만원), 
 임도(600백만원)

•청정 산양삼 사업 특화 육성  종자지원(120백만원), 약제(20백만원)

•홍천 잣 명품화 사업: 3개 사업 146백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6개소 609백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3개 사업 260백만원

•국립산림 복지단지 유치: 화촌면 군업리 88ha 350억

•도시공원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읍면 마을 소공원 쉼터 조성: 9개소 800백만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 44백만원

•공작산 생태숲 운영: 130백만원

•무궁화 중심도시 기반구축

   - 무궁화 수목원 운영 관리, 스토리텔링 및 조형물 설치
   - 무궁화 경관가꾸기 사업
   -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4 -3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4 -4    
산림자원의 관광 자원화, 

산지 소득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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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HONGCHEONGUN

누리고 즐기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 되도록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남면 양덕원리, 2,000백만원

   -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내면 창촌리, 2,000백만원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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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수정비: 135백만원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기획공연, 한마음 음악회, 홍천미술관, 홍천시네마,  

 악기박물관 운영

•평생학습 확대

   - 1군민 1취미 갖기: 80개 동아리 강사료 지원

   -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30백만원

   - 연봉도서관 운영: 도서관 체험학습,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 운영: 20백만원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관광지 환경정비, 편의시설 확충

   -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축제 팸투어, 코레일 시장투어, 인센티브

   - 홍천 9경 스토리 발굴: 100백만원

•관광 기반시설 조성 

   - 팔봉산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구역 확대 및 관광시설 확충

   -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16,285백만원

   - 자라바위 에코레포츠파크: 3,150백만원

   - 팔봉산 관광지 개발

5 -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5 -2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관광자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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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고 즐기는  

문예, 관광, 체육 진흥

•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 44,689㎡, 잔디구장 등, 9,482백만원

   -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 57,456㎡, 축구장 외 3종 15,940백만원

   -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5,600백만원

   - 홍천 야구장 조성: 4,000백만원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24개 대회 971백만원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6개 대회 189백만원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회 운영, 체육행사 지원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남면 양덕원리, 2,000백만원

   -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내면 창촌리, 2,000백만원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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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수정비: 135백만원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기획공연, 한마음 음악회, 홍천미술관, 홍천시네마,  

 악기박물관 운영

•평생학습 확대

   - 1군민 1취미 갖기: 80개 동아리 강사료 지원

   -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30백만원

   - 연봉도서관 운영: 도서관 체험학습,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 운영: 20백만원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관광지 환경정비, 편의시설 확충

   -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축제 팸투어, 코레일 시장투어, 인센티브

   - 홍천 9경 스토리 발굴: 100백만원

•관광 기반시설 조성 

   - 팔봉산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구역 확대 및 관광시설 확충

   -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16,285백만원

   - 자라바위 에코레포츠파크: 3,150백만원

   - 팔봉산 관광지 개발

5 -3   
생활체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의 건강 실현                   

5 -4    
4계절 경쟁력 있는  

소득형 축제 육성

•홍천 무궁화축제:  매년 10월초 / 종합운동장, 토리숲 

•홍천강 꽁꽁축제:  매년 1월중 / 홍천강

•홍천 찰옥수수축제: 매년 7월말 / 토리숲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매년 7월중 / 토리숲

•인삼한우 명품축제: 매년 10월중 / 토리숲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연중(5월 ~ 12월) /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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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싶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자연 자원의 보전

   -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탐방로 47㎞,  5,500백만원

   -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 열린화장실 202개소, 95백만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3,361백만원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 3,626백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1호기 대수선: 6,000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8개소 128백만원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879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국가계획 반영사업 조기 착수 추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원주~춘천 단선철도(추가검토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건설계획: 널미재 터널 사업 

•도시 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정비: 12개 노선, 13,950백만원
   - 희망리~연봉리 연희교 인도교 설치: 6,575백만원
   - 국도44호선 남산교 교차로 개선사업: 3,000백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 연봉지구 남산강변로 850백만원(1,568㎡)
   - 자전거 도로 개설: 북방면 중화계리 1,000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정비: 8개 노선 3,63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 42개 노선 10,620백만원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

   - 지방하천: 1760m 740백만원 
   - 소하천: 1개소 1,376백만원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법정도로 등) 

   -  마을안길 포장: 36건 2,720백만원
   - 배수로설치: 58건 2,520백만원

   -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9개소 2,580백만원

6 -1    
청정자연환경 활용 

녹색성장 실현

                                              

6 -2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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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

   - 홍천읍: 농촌활력센터 등 8,000백만원

   - 내면: 원스톱센터 등 6,000백만원

   - 두촌면: 작은도서관 등 5,900백만원

   - 화촌면: 공동생활홈 등 6,000백만원

   - 서석면: 커뮤니티공간조성 등 6,000백만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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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정비: 30동 150백만원

   - 경관주택: 5동 25백만원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75동 4,500백만원

•정주여건 개선 추진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홍천읍 갈마곡리 100호 131,00백만원

   - 행복주택 사업: 2개소 157,000백만원

   - 홍천군보금자리주택 신규 건립: 6동 400백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양덕원지구 60필지

•노후 슬레이트 지원: 189동 635백만원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 지방상수도 현대화: 관망정비, 블록구축 등 4,651백만원

   -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속초리, 노천리, 덕치리 일원 
 5,143백만원

   -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서면, 북방면 일원 4,286백만원

   -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홍천군 일원 5,234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10개소 6,373백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3개소 671만원

•하오안 하수관로 정비사업: 20.94km 23,701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7개소 6,707백만원

•지속 가능한 청정자연 자원의 보전

   -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탐방로 47㎞,  5,500백만원

   -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 열린화장실 202개소, 95백만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3,361백만원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 3,626백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1호기 대수선: 6,000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8개소 128백만원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879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6 -3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6 -4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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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요행사06

7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30-2470)

 •제22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농업정책과 농산지원담당(430-2690)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270)

 •무궁화수목원 개원1주년 기념행사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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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30-2470)

2월
 •홍천농업인대학 입학식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430-4160)

3월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  장소 무궁화공원  주관 자치행정과 서무담당(430-2230)

 •내나무 갖기 캠페인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주관 산림과 산림조성담당(43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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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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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착공식 장소 동면  주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430-4250)

4월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0)

 •자전거의 날 기념 『2018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장소 군청광장 일원  주관 전원도시과 도시시설담당(430-2931

 •도서관 주간 행사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9)

 •독서의 달 행사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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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장소 토리숲  주관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430-2132)

 •제6회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소 관내  주관 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43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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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숲길걷기대회 장소 남산숲길 일원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6월
 •제62주년 현충일 행사 장소 무궁화공원  주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430-2063)

 •제68주년 6.25 전쟁기념 행사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430-2063)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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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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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30-2470)

 •제22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농업정책과 농산지원담당(430-2690)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270)

 •무궁화수목원 개원1주년 기념행사  장소 무궁화수목원  주관 산림과 무궁화담당(430-2770)

8월
 •2018년 을지연습 장소 충무상황실  주관 자치행정과 서무담당(430-2230)

9월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430-2070)

 •제16회 홍천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1)

 •제5회 홍천평생학습축제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8)

 •제2회 홍천평생학습주간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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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정신건강담당(430-4030)

10월

 •제9회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장소 홍천군종합운동장  주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430-2212)

 •제10회 무궁화축제 장소 홍천종합운동장, 토리숲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430-2490)

 •제15회 6년근강원홍천인삼·늘푸름홍천한우 명품축제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정책과 인삼특작담당(430-2685), 축산과 축산유통담당(43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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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명랑운동회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2018년 창조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소 농업기술센터  주관 기획감사실 지역공동체담당(43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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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제13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40)

 •치매안심센터 준공식 장소 치매안심센터  주관 보건소 정신건강담당(430-4030)

11월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장소 동홍천삼포권역센터  주관 기획감사실 귀농귀촌TF(430-2706)

 •제8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장소 홍천중학교 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4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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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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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사과축제 장소 토리숲  주관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담당(430-4200)

12월

 •홍천군 자원봉사자 대회 장소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430-2070)

 •사회복지인의 밤 장소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430-2063)

 •구강보강센터 개소식 장소 보건소  주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3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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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장소 홍천강 일원  주관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30-2470)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주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0)

 •자전거의 날 기념 『2018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장소 군청광장 일원  주관 전원도시과 도시시설담당(430-2931

 •도서관 주간 행사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9)

 •독서의 달 행사   장소 연봉도서관  주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담당(430-2419)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운영 장소 두촌면  주관 종합민원실 민원관리담당(43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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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시책
HONGCHEONGUN07

세대원

세대당 2.3명

출 생

1일 1.3명

사 망

1일 1.8명

주 택

가구당 1.1채

관광객수

1일 14,630명

도 로

연장 697,870㎞
자동차

호당1.09대

군 공무원

103명당 1명

소방관

494명당 1명

학 생

7,681명

교 사

학생 9.1명당 1명

군예산

1인당 8,351천원

지방세

1인당 1,039천원
의 사

790명당 1명

의료시설

1,148명당 1개소

인구밀도

1㎢당 37.5명

전 입

1일 18.56명

전 출

1일 18.52명

혼 인

1일 1쌍

이 혼

1일 0.5쌍

군민 생활 통계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 수려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 배후의 전원생활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면서 널리 알려져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

귀촌 희망자가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 주요시책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27

Wide River
Garden City

꿈과 희망이 넘치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0 1 8  주 요 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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