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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선군정은 군청사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농민의 꿈을 이루어 줄 사과밭과 토마토 하우스에서

지역상인을 위한 전통시장에서

민둥산과 아우라지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6 JEONGSEON COUNTY

2016년은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더욱 활기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공부하는 아이의 눈에, 

사과따는 농부의 손에, 

물건을 파는 상인의 주머니에, 

가정을 지키는 주부의 마음에 담겨있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600여 공직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구현 Dream 미래실현 Future 문화융성 Dynamic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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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EONGSEON COUNTY

군민과 함께꾸는 꿈의 최고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구현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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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General Status

면적

세대및
인구

총예산

행정구조

일반회계

특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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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01
면적 1,219.7㎢ (전국 1.0%, 강원도 7.0%) 

세대및
인구

19,519 세대 39,197명

● 65세 이상 어르신 8,872명
● 등록외국인 305명

20,253명 18,944명

행정
구조

Basis present condition

임야 85.5%

남성 여성

행정
구역

행정
조직

4읍 5면 1출장소
182개리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농경지 8.8%

기타 5.7%

공무원정원 5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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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290,928 백만원

재정규모02 Public finance scale

● 세입예산 ● 세출예산

수질개선
21,158

상수도 사업
8,743

의료급여기금
678

임대아파트
관리운
4,466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16

주차장사업
678

주택사업
373

농공단지 조성
164

의존재원 68.8%

복지보건(61,262)

21.1%

예비비, 
기타(53,330)

18.3%지역개발
(46,602)

16.0%

농림산업
(42,476)

14.6%

행정교육
(43,138)

14.8%

문화관광
(27,969)

9.6%

환경보호
(16,151)

5.6%
보전수입 5.4%

자체재원 25.8%
교부세 109,540
조정교부금 3,100
보조금 87,484
소계 200,124

잉여금 15,581
융자금 원금수입 140
소계 15,721

지방세 30,997
세외 수입 44,086
소계 75,083

일반회계

290,928

계

327,704 특별회계

36,776

총예산 327,704 백만원

특별
회계 36,776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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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EONGSEON COUNTY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정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실현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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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정비전 및 발전 전략

‘꿈과미래가실현되는
역동적인정선’

군정목표

Vision & Developmental strategy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Vision 

Objective

유서깊은 아리랑 문화계승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업농촌

일자리 늘리고 경제살리기

성장하는 복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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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01 Developmental strategy

2014

비전
로드맵

비전
로드맵

실질적
원년
실질적
원년

실질적
원년

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

본격화

극대화

극대화

가치
실현

가치
실현

2015

20162016

2017

2018

희망정선(군민약속) 실천,
사회통합위원회 발족, 
기존시책(사업) 리모델링

성장기틀 정립, 
맞춤형 복지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강원랜드 지역개발 투자확대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일자리 확대,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발전
전략 비전로드맵, 실질적 원년, 본격화, 극대화, 가치실현

6차 산업화, 
신성장동력 구체화,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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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향 목표02 bjective of intention

지향
목표

2018 희망정선 지향 목표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업 생산액

보건·복지 재정비율(일반회계 기준) 

관광객유치

고교생 교육비 부담액(1인/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1조
9,500억

2,250억

25%

1,500만

전액지원

40,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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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EONGSEON COUNTY

아리랑을 기반으로문화와 관광을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융성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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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 주요성과
Major performance

안정적인 농가소득향상과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증대 기반 마련

정선아리랑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참여 기반 마련

행복하고 건강한 정선 조성

앞서가는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해소

참여와 소통의 열린자치로 행정서비스 강화

01
02
03
04
05
06
07



14 Dream.Future.Dynamic

■ 찰옥수수, 황옥, 건고추에 대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를
처음으로 시행하 고, 수출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토마토 수출 78톤을 달성하 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 제2421호, 2015.4.15.)

● 단일작목 농장 간판지원(사과, 시설채소, 한우, 산채 등 농가 20곳)

●“아리아리쇼핑몰”리뉴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사과 재배면적 확충(19.8ha / 1,446백만원 / 총면적 143.5ha)

● 찰옥수수 직거래 확대(10,100접 / 454백만원)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더덕과 황기의 유통활성화로 정선 농·특산물의 가치를
드높 습니다. 

● 정선더덕 생산 및 수급 협약체결
- 2015.6.18. / 정선군·하늘닿은더덕마을 농조합법인·(주)이케이푸드

● 정선황기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정선군·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농협·정선아리랑시장·정선황기연구회 / 2015.10.27.

● 신동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2,978백만원 / 102.8ha)

● 농업대학운 (2개학과, 125명 42회)

안정적인농가소득향상과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노력하 습니다.

0101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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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지역상권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한 夜한 구공탄 시장’개장 등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 습니다.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903개 가맹점 / 1,225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4개 시장 / 43백만원)

● 정선아리랑시장 디지털사이니지(미디어 폴) 설치(2015.7.22. / 300백만원)

■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선정, 
육성하 고 우수기업체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 2015년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14개 업체)

● 공공일자리 창출(722개 / 1,638백만원)

● 주민창업기업 선정·지원(9개소 / 450백만원)

●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 안정자금 지원(61개 업체 / 1,613백만원)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200백만원)

●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임대공장 증축 1개소, 보수 20개소 / 571백만원)

● 중소기업 경 안정자금 융자(10개 기업 / 3,006백만원)

● 국가광물정보센터 착공(2015.4.24.)

0202

2016 행복미소 정선

지역주민의안정적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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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지역명칭을 사용한 정선아리랑열차가 개통되어 관광도시 정선의 자긍심을 높 고, 
정선아리랑의 해외 공연으로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 정선아리랑열차 개통(2015.1.15. / 200석)

● 아리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2015.9.22.)

●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기념 정선아리랑 공연 / 프랑스 파리(2015.11.1.)

●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OU 체결(2015.10.20.)

●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공연(2015.12.5.)

●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2015 정선아리랑제

- 2015.10.9.~10.12. / 관광객 36만명 방문

정선아리랑이2018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참여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0303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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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기원과 붐 조성을 위하여 G-1000일 기념 범군민
한마음행사를 개최하 고, 대규모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 습니다.

● 2018 동계올림픽 정선군 범군민위원회 총회(2015.2.12. / 300명)

● 동계올림픽 G-1000일 기념 조형물 제막 및 범군민 한마음행사(2015.5.16.)

● 제8회 아시아청소년 태권도선수권 최종선발전 겸 제3회 아시아청소년 태권도품새선수권
한국중고연맹회장배 태권도대회(2015.2.26.~3.1. / 1,242명)

● 2015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2015.3.27.~4.7 / 1,700명)

●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2015.4.29.~4.30. / 2,665명)

● 제1회 정선아리랑배 국민생활체육 오픈배드민턴대회(2015.5.2.~5.3. / 1,700명)

●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준공(2015.9.8. / A=27,186㎡ / 2,208백만원)

●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을 위한 야 장 조성(A=24,000㎡ / 2,183백만원)

03
2016 행복미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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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강화를 위하여 읍·면 인적안정망 희망e-웃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 하 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 읍·면 인적안정망 희망e-웃 협의체 구성·운 (9개 읍면 92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 (2015.6.9. / 수료생 149명 / 114명 취업)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238가구 / 218백만원)

●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개최(2015.9.4. / 1,200명)

● 정선여성 한마음대회 개최(2015.9.8. / 800명)

●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2015.10.23.)

행복하고 건강한 정선을

만들고자 노력하 습니다.

0404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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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복미소 정선

■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위를 위하여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정선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6,465명 / 14,014백만원) 

●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신축 3개소, 기능보강 73개소 / 1,240백만원)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14개 사업 703명 / 1,428백만원) 

● 65세이상 노인환자 약국 조제비 지원(4,751명 / 6백만원)

●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1,213명 / 170백만원)

● 벽지마을 희망택시 운 (3개 읍면 7개 마을 / 791회 / 1,025명)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 (2대 / 78백만원)

● 중증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172회) 

● 헬로우, 베이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
(8개 읍면 / 121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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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EONGSEON COUNTY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미래인재에 투자하 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6개 고교 362명 / 201백만원)

● 웰컴! 정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 (사이버아카데미 600개 과정)

●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2015.7.7.)

● 학교 폭력예방 포돌이·포순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2015.8.6.)

● 안전·안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 (2회 / 10개교 700명)

● 뉴질랜드 어학체험연수 - 2015.1.26.~2.23.(4주) / 65명(초등생 32명, 중학생 33명)

앞서가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 습니다.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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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안전한 정선만들기를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사업을 완료하여 오랜 숙원을 해소하 습니다.

● 국도59호선 도로노선 변경고시(2015.3.27.)
● 국도59호선(남면~정선) 확포장공사 사업 확정(L=14.5km)
●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준공

- 점재교(2015.6.25.), 수동교(2015.9.1.), 제장교(2015.11.9.)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개소 / 11,500백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9개소 / 24,088백만원)
●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확대(56백만원)
●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 센터 개청(2015.2.6. / A=897.51㎡ / 1,400백만원)
●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준공(2015.9.23. / A=779.53㎡ / 5,674백만원)
●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2015.7.29. / 1,050백만원)
●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자연형 하안조성 L=3.9km / 2,276백만원 / 총13,567백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및

주민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 습니다.

0606

2016 행복미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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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사업과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 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 습니다.  

●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운 (168건 / 483백만원)

●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 - 2회(신동읍, 여량면 / 198명 상담, 29건 접수)

● 지적재조사 이동사무소 운 - 여량면, 2015. 4~10(60회 운 / 78건 상담)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협약체결

- 2015.12.16. / 정선군·도로교통공단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쇼 아리랑 로드투어”실시(2회 / 9개팀 41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문자원봉사단 발대(61명 / 2015.6.26.)

● 관광지 및 공공기관 무선와이파이 구축
- 38개소(관광지 11, 공공기관 27)

●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착수
- 404.176km(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일원)

참여와 소통의 열린자치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 습니다.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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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수 상 분 야 수 상 내 용 인 센 티 브 평 가 기 관

2015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200백만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전국 최우수 재정운 최우수단체 선정 행정자치부, 강원도

2015 정보화마을 운 평가 우수 상사업비 40백만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2015 통합방위 분야 전국 우수기관 평가 우수 기관표창 제1야전군 사령부

2015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 우수 상사업비 3백만원 강원도

2015 통계인프라 부분 우수기관 우수 기관표창 통계청

지방세정운 종합평가 장려 기관표창, 포상금 3백만원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평가 장려 기관표창 시상금 1백만원 강원도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상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15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 인증기관 인증서 및 현판 여성가족부

드림스타트 2014년 사업점검 평가 전국상위 20% 기관표창 보건복지부

2015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평가 전국 우수 기관표창, 포상금 7백만원 보건복지부

2015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전국 우수 기관표창, 포상금 5백만원 보건복지부댁내 장비점검 우수지자체 평가

2015 녹색제품 구매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 시상금 1백만원 강원도

2015 강원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강원도

2015 내나라 여행박람회 대상 기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마케팅상, 공연상 기관표창 한국국제관광전
조직위원회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 운 상 기관표창 부산광역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 우수 기관표창 강원도

2015 전국우수시장 선정 대통령상 표창장 중소기업청

20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기관평가 장려 기관표창, 포상금 1백만원 강원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전국 우수 기관표창 국토교통부

2015 농촌지도기관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 포상금 5백만원 농촌진흥청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팔도음식 및 자랑 대회

금상 시상금 70만원 행정자치부

보건 및 통합건강 증진사업 발전대회 우수 기관표창 강원도

2015 국도정

시책평가 수상현황

◈ 2015년 정선군정은 중앙부처 및 강원도 각종 시책평가 25개 분야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분야에서도 31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2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 습니다.

2016 행복미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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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주요시책
Major initiatives

미래실현

문화융성

행복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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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구현
- 성장하는 복지정선
-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미래실현
- 전국 최고의 으뜸 농업, 살기좋은 농촌
- 다함께 잘사는 튼튼한 지역경제

문화융성
- 아리랑 문화가 융성한 정선
- 아름다운 관광도시 정선 가치 제고

Dream

Future

Dynamic

3대 운 방향 및
6대 과제

2016 정선군정은 3대 목표인“행복구현, 미래실현, 문화융성”과 더불
어 6대 분야의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2018년 희망 정선의 가치실현을
본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 행복미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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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구현-Dream

성장하는 복지정선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외계층 없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0101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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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유치 추진(2016.10월)
-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10개 사업 135백만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11개 사업 6,988백만원
-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전입세대 등 확대 지원 : 380백만원
- 키즈카페(정선 꼬마대통령) 조성 : 2,000㎡ 120백만원

●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
- 청소년 복지 인프라구축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 : 5개 분야 1,795백만원
- 푸른 척추 지킴이 교실 운 : 22개 학교 1,800명

●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 군립 의료기관 건립 : 6개 과목 110병상
-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 7개 사업 323백만원

● 다문화가정 안정적 생활정착 도모
-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 확대 : 부부 및 자녀
- 결혼이주여성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 : 2개 사업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강화
- 맞춤형 급여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 3,020가구 4,024명
- 자활근로사업 추진 : 5개 분야 14개 사업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정선 희망e빛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운
- 위기가정 지원사업 : 3개 사업 328백만원

● 어르신·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 762명
- 어르신 재능 기부사업 : 3개 사업 100백만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20명

2016 행복미소 정선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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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구현-Dream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군민이 함께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0202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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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중심의 군정운
- 정선군민되기 운동 지속 추진 : 부서담당제 운
- 2016 현장의 소리 지속 운 으로 신뢰행정 구현 : 500백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 : 1,140백만원

● 민원행정 수준향상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 : 민원전화 ONE콜-WANT콜 서비스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부동산중개 해피콜(Happy-Call)제 운
- 경계점표시 원스-모어(Once-More) 서비스

●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 지방세 홍보 플랫폼(SP) 구축
- 지방세“미리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 : 22개 업종 180개 업체
- 정보 나눔! 공유재산 마케팅 시행 : 983필지 1,461,446㎡

● 현장중심의 소통·참여행정 구현
-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 : 4개 읍면
- 확대간부회의 읍면 순회운 : 분기별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 으로 소통기능 강화
-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 : 182개리

2016 행복미소 정선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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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으뜸 농업, 살기좋은 농촌
로벌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특화작목을육성하겠습니다.0303

미래실현-Future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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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6차산업화 기반조성
-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
- 생산자 주도형 지역 6차산업 육성지원
-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 추진

●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 농업대학 운 : 사과심화, 발효식품 학과
- 농업인 전문 교육 훈련 : 105개 과정 200명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교육 : 17개 과정 1,150명

● 축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기반 확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 사업 998백만원
- 꿀벌(토봉, 양봉) 육성사업 : 4개 사업 216백만원
- 안정적인 축산경 기반 확충 : 6개 사업 882백만원

●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 특화작목 육성 : 15개 사업 4,984백만원
-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 7개 사업 1,837백만원
-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 4개 사업 1,652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 : 11개 사업 6,171백만원
-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 : 30ha
- 정선사과 유통센터(APC) 시설 현대화 : 1,000백만원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3개 사업 655백만원
-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조성 : 6개 사업 240백만원
- 전문 농업경 인 리더 육성 : 4개 사업 222백만원
- 농업소득 안정화 : 14개 사업 4,391백만원
- 화암 창조적마을만들기 : 화암1,2리 3,500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강화
- 과수해충 상무인 예찰시스템 구축 : 대상해충 3종, 3개소
-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 : 6개 사업

2016 행복미소 정선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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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실현-Future

다함께 잘사는 튼튼한 지역경제
정선경제의 내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역동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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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에 안전한 정선 조성
-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263개 시설물
- 소방·방재활동 지원을 통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추진 : 고한 119 안전센터 신축, 
산악 및 수난구조 재난장비 확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고한11리, 19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 8개소 11,188백만원

● 역동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 1,050백만원
- 정선 제2교 교량 개선사업 : 우회교량 설치L=39m, 인도마감재 교체 등
-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 정선읍, 사북읍
- 새뜰마을사업(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신동읍, 6,223백만원
- 서민아파트(행복주택) 건립 : 고한읍, 약150세대

● 군민 편의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정선군 교통회관 건립 : 고한터미널 앞, 700백만원
- 정선버스터미널 공 화 추진 : 2,434백만원
- 농촌희망택시 확대운 : 7개 읍·면 17개리

●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 3개 분야 540명
- 청년취업 활성화 구인·구직센터 상시운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
- 지역·사업 맞춤형 취업개선 : 정선군 채용정보 네트워크 구성·운

● 폐광지역개발기금 소득화 투자
-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 사업 : 24개 사업 22,365백만원
- 고한읍 경제자립형 대체사업 발굴 추진
- 국가광물정보센터 주변 환경정비 추진
- 신동읍 관광벨트화 사업 지원 : 18개 사업 12,999백만원

●“맛, 멋, 흥”에 취하는 전통시장 조성
-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추진 : 4개 시장
-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 : 4개 사업 690백만원
- 정선아리랑 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 4층 670㎡

2016 행복미소 정선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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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문화가 융성한 정선
전통문화유산이며, 역사적 보물인 정선아리랑을 세계인과 함께하는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0505
문화융성-Dynamic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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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아리랑 브랜드 제고
- 창극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구축 : 6개 분야 11,000백만원
-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사업 : 8개 사업 218백만원
-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 : 2016. 4월
- 정선군립아리랑 박물관 운 : 기획전시실 151㎡, 상설전시실 378㎡
- 정선아리랑세계화 기반구축 : 신악곡 창작·음원제작, 명품공연제작
- 군립예술단 전단원 상임화 및 아리랑 극단창단 : 1,372백만원

● 생활 속 문화향유 확산
-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 : 2016. 10월
-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 : 남면 유평1리
- 정선 문화사 자료 구축 : 사투리, 의상, 음식 등 유형향토문화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5개 사업 715백만원
- 작은 화관 건립 : 화관 2개관 99석 2,520백만원
- 전통음식·공예 명인·명장 지정 : 향토 무형문화유산지정

2016 행복미소 정선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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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관광도시 정선 가치 제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0606

2016 JEONGSEON COUNTY 문화융성-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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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정선 조성
- 제1회 정선 고드름 축제 개최 : 정선 제2교 조양강 일원
-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사업 : 미즈레일, 토크 콘서트 등
-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 가수분교~덕천리 13km
- 레일바이크 시설업그레이드 : 9개 사업 2,210백만원

● 새로운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 :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 7,586백만원
-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일원 2,129백만원
-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 : 나전역 일원 2,550백만원
-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 : 삼탄아트마인 일원 1,936백만원
-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 : 임계면 도전리 1,000백만원
- 타임캡슐공원 쉼터조성(노을카페) : 1동 600백만원
-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 매장문화제 발굴 1,300백만원
-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 : 정선5일장~노추산 43km 1,650백만원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 : G-500일(2016.9.27.)
- 2018 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운 : 300명 내외
- 정선 알파인경기장 테스트이벤트 지원 : 2016.2.6.~2.7.
- 동계올림픽특구사업 추진 : 3개 사업 154,900백만원(민자)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대회 유치
-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 18홀 840백만원
-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편익시설 확충 : 2개 사업 1,000백만원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 14개 사업 821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 16개 전국대회 유치

2016 행복미소 정선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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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유관기관의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행복미소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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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관기관 주요사업
Related Organization Major business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정선교육지원청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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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사회공헌활동 전개
- 마중물 봉사단 운 : 4개조 80명
-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봉사활동 : 4개 마을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도사곡휴양림, 화암약수, 동강자연휴양림 등)
- 고객 편의시설 확충 : 3개 사업 75백만원
- 시설 개보수 사업 : 7개 사업 195백만원

01

02

0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 : 70백만원
- 청소년 오케스트라 파트 및 합주교육

● 정선아리랑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 : 2회 / 30~40명
- 정선아리랑 12고갯길 탐방 및 지역사회 교류행사

● 정선아리랑 한문번역본 가사집 발간 : 1,000부 / 20백만원
- 정선아리랑 대표가사 150~200수 번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국도 42호(평창~정선) 도로 확·포장공사(3공구)
- L=10.2km / 142,624백만원(‘16년 37,900백만원)

● 국도 59호(막동~숙암~나전) 도로 확·포장공사
- L=14.7km / 95,744백만원(‘16년 29,300백만원)

● 국도 59호(남면~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 L=14.5km / 87,400백만원(‘16년 600백만원)

● 국도 42호(여량면 우회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 L=3.57km / 24,000백만원(‘16년 13,500백만원)

2016 JEONGS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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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06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421호 조동(조동지구) 보도 설치공사 : L=100m / 200백만원

● 지방도 421호 조동(함백지구) 보도 설치공사 : L=95m / 100백만원

● 지방도 424호 석곡(화암지구)포장 보수공사 : A=1,480㎡ / 148백만원

● 지방도 421호 화암1지구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 A=440㎡ / 54백만원

● 지방도 421호 문곡(자미원)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정비공사 : L=61m / 50백만원

정선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 정선초등학교 외 18개교 / 2,891백만원

● 함백중고등학교 이전 신축
- 부지 16,599㎡, 건축 8,930㎡ / 18,714백만원

● 사북중고등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건립
- 철골라멘조 3층(건축 2,000㎡) / 3,935백만원

강원랜드

● 워터월드 조성사업 : 실내외 워터파크 및 야외스파 등
- A=110,569㎡ / 167,200백만원

● 탄광문화관광촌 개발사업 : 재현·체험시설, 
유물 야외전시정원 조성
- A=180,046㎡ / 56,100백만원

2016 행복미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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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

군민과의 소통기능을 확대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4만 군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을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구현 Dream 미래실현 Future  문화융성 Dynamic

2016 JEONGSEON COUNTY

2016 행복미소 정선

행복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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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www.jeongseon.go.kr

정선의 군화
동강할미꽃

정선의 군조
황조롱이

정선의 군목
생강(동강)나무

2016년, 정선군이

강원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