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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면적
517.93㎢(경남의 4.9%)
농경지 111.94(21.6%), 임야 338.27(65.3%), 기타 67.72(13.1%)

인구
54,703명(경남의 1.7%) 25,853세대
남자 : 27,452명 여자 : 27,251명

행정구역
1읍 13면 119리 263마을 622반

행정조직
2실 12과,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
공무원(정/현) : 654명/651명

의회
의원 11명,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총무, 산업건설)

주요시설
고성공룡박물관, 고성박물관, 엑스포주제관, 고성하수처리시설,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 324만kw(1~6호기)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 고성조선해양(주), 삼강엠앤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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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현황

예산 규모 381,861백만 원
일반회계 340,051백만 원
특별회계

41,810백만 원

재정 자립도 : 10.04%, 재정 자주도 : 53.97%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5.93%

융자 0.01%

지방세 6.76%

보조재원 0.13%

세외수입 3.28%
자본지출
39.75%

내부거래 0.99%
예비및기타 2.05%

보조금
40.10%

세출

세입
교부세
39.23%

경상이전
33.81%

인건비 15.40%
물건비 7.86%

조정교부금 4.70%

(단위 : 백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23,000 11,133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133,391

16,000

136,368

20,159

(단위 : 백만 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52,362 26,720 114,973 1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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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3,386

6,965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차장

수질개선

8,909

2,835

4,110

2,374

4,68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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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농어촌 발전
도시계획 시설
자금
대지보상
233

8,970

사회복지

고성군
청사건립

3,919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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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 미래 50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성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
미래전략실
조직개편(’16.7.)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 보강
미래전략담당

- 미래전략실(4개 담당), 농식품개발과(4개 담당) 신설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15.4.~’16.7.)
- 2030년까지 고성군의 비전과 발전 구상 : 9개 분야 173개 과제

항공산업담당

「고성 농정 2050프로젝트」 세부실천계획 수립(’16.11.)
- 2020년까지 농가 소득 48백만 원 목표
관광개발담당

- 10개 분야 50대 과제 81개 세부사업 선정

투자유치담당

신성장 동력산업 “항공산업” 기반 조성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 지역전략산업 규제 프리존 규제발굴 및 국비지원 건의(’16.4.)
- 국토교통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시범사업” 선정(’16.12.)
조선·항공기술 융합산업 ‘위그선’ 선점
- 아론비행선박산업㈜과 기본 협약 체결(‘16.12.5)
- 「아론 비행선박 교육원」 당항포관광지에 유치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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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시범사업

위그선 선점

고성 미래 2050 핵심전략사업 추진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 330대 1,950백만 원
-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 사업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1,120백만 원
- 고성군 야구장 조성 사업 : 고성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16.7.~12.)
-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 사업(1단계, 3차분) 착공 740백만 원
- 고성군 전천후 씨름장 건립(리모델링·증축) 착공 1,230백만 원
- 동해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 :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16.6.~’17.4.)
스포츠 마케팅
- 전지훈련팀 유치 : 300개 팀 5,500명(연인원 50,000명)
- 스포츠 도시 육성 : 15개 전국(경남도) 대회 20,500명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기간 : 2013. 4. ~ 2021. 4.
면적 및 사업비 : 91만㎡, 4조 5,300억 원(민자)
사업내용 : 2,080MW(1,040MW × 2기)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15년) → 발전소 편입부지 보상(’16년)

2,080MW(1,040MW × 2기)

군호 마을 이주 단지 조성
- 위치 :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109,336㎡)
- 사업비 및 기간 : 210억 원(’15. ~ ’16년)
- 사업내용 : 단독주택 84세대, 연립주택 11세대, 사원주택 100세대,
공공시설 등

고성군 하이면 91만㎡

13

2.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군정 실현
처리 절차 및 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강화 : 제도 개선 23건
현장행정 강화 : 읍·면 순회 방문, 이동집무실 운영, 무더위 쉼터 방문
「스마일 이미지메이킹」 실천 : 매주 화·금요일 업무 시작 전
해피(HAPPY) 고성 중점과제 발굴 : 9개 행복지표 55개 사업
군민 행복제안 공모 : 104건

민원서비스 강화

SNS를 통한 군정 홍보
- 2016 대한민국 SNS 대상(공공부문 기초자치 단체 군부) 최우수상 수상

현장행정 강화

공공기관 청렴도 수직 상승 : 전국 군부 82개 중 20위(순위 60단계 상승)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

해피(HAPPY) 고성
중점과제 발굴

2016년 지방규제개혁 정부 평가 최우수(대통령상) 수상
(특별교부세 120백만원)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 26건
행정 규제 개선과제 발굴 50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44건
2016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도비 확보 및 재정 건전성 확립
중앙부처(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 34개 사업 226억 원
국·도비 확보 총력 : 1,423억 원(’15년 1,274억 원)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 : 군비 부담 채무 63억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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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성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성 농어업 미래 50년을 위한 기틀 마련
「고성 농정 2050 프로젝트」 선포 : 2016.11.18.
“제1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 고성 농산물 한마당 축제 개최
경상대학교, 농업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약 체결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고성해자란

· 균형영양농법(PC 농법) 전문가 해외농업기술 고문 위촉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 “고성해자란”
창조농업 전문인력 양성

3개 과정 1,642명

활기찬 농어촌 조성
농·어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 4,872명 379백만 원
창조농업 전문 인력 양성 : 3개 과정 1,642명
농기계 지원 및 임대 사업 확대 : 2,026백만 원
- 농기계 지원 5개 기종 171대, 임대 155종 320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2개 마을 100백만 원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 : 5,000ha 763백만 원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업 벼 영농기반 구축 : 1,514백만 원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

- 친환경농업 단지 446.6ha, 고품질 쌀 생산 단지 70ha,
기능성 쌀 단지 224ha

친환경농업 벼 영농기반 구축

생태농업 단지 조성 : 6개소 400백만 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 246천포 633백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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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성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화훼·시설채소 생산 지원
과수· 화훼 생산 기반 조성 : 10개 사업 896백만 원
과수· 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 : 10개 사업 574백만 원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사업 : 2개 사업 5,393백만 원

과수· 화훼 생산기반 조성

10개 사업 896백만 원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사업 : 31개소 504백만 원
채소 생산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 51개소 4,614백만 원
과수· 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유통시설 지원

10개 사업 574백만원

「공룡나라 쇼핑몰」 브랜드 상품화
- 매출액 900백만원(누적 매출액 7,800백만 원), 71개 업체 113개 품목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 : 6개 업체 875백만 원
농산물 가공(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2개소 1,020백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4개 분야 630백만 원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 : 4개 분야 932백만 원
수출 농단·농가 지원 : 4개소 288백만 원
공룡나라 쇼핑몰 브랜드 상품화

71개 업체 113개 품목
누적매출액 7,833백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
안전 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 : 40농가 33,000두 1,055백만 원
- 참여농가(38농가) 무항생제 및 HACCP 동시 인증
무항생제· HACCP 인증 농장 기반 조성 : 5농가 3,000두 100백만 원
미생물 배양소 운영 : 단일 미생물(5종) 72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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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40농가 33,000두 1,055백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어로활동 지원사업

7개 사업 749백만 원

광역 축산악취개선 시범사업 : 15농가 6,546백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가축 분뇨처리 시설 지원 : 12개소 763백만 원

수산자원 조성

3개소 1,555백만 원
6개 사업 528백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120백만 원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1,809백만 원

양식기반시설 지원

13개 사업 3,844백만 원
어업기반시설 정비

양질 조사료 생산 지원 : 7개 사업 2,710백만 원

5개 사업 4,256백만 원

어업소득증대 기반 조성
어로활동 지원 사업 : 7개 사업 749백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 3개소 1,555백만원
수산자원 조성 : 6개 사업 528백만원
양식기반 시설 지원 : 13개 사업 3,844백만원
어업기반 시설 정비 : 5개 사업 4,256백만원
해양환경 보전

쾌적한 해양 환경 보전

7개 사업 480백만 원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해양 환경 보전 : 7개 사업 480백만 원

해역 6,342ha 155백만 원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 해역 6,342ha 155백만 원

산림자원 조성
조림 및 숲 가꾸기 : 721ha 1,705백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 12개 분야 997백만 원
산림 소득원 조성 : 10개 분야 19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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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군민 행복배움터 운영
·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운영 : 6회 40백만 원
· 찾아가는 성인 문예교실 ‘고성 학당’ 운영 : 48개 반 550명 170백만 원
· ‘학습이리온’ 배달강좌 운영 : 14개소 250명 22백만 원

고성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성인 문예교실
학습이리온 배달강좌 운영

우수인재 육성 교육 환경 조성
자유 학기제 관련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미국 유학 사전 프로그램 운영 : 1개반 40명 102백만 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 17개교 500백만 원
· 학력향상 및 항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4개교 210백만 원

21개교 83백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080백만 원

학력향상 및 항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개교 210백만 원

· 자유 학기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21개교 83백만 원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1,080백만 원
-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 카드 : 1,520명 680백만 원
-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3개 사업 400백만 원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1개반 40명 102백만 원

17개교 500백만 원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 소가야문화제, 소가야달빛사냥 등
425백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무료영화 상영 등 30백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425백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3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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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 46가구 서비스연계 1,805건
· 인적 안전망 운영
- 자원 발굴 25건, 서비스 연계 96건, 대상자 발굴 177건
· 희망이음 365 열림 뱅크 운영
- 공동모금 8건 4백만 원, 의료·교육비 연계 지원 38건 26백만 원
·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 : 34개 사업 99명 742백만 원
· 행복 나눔 릴레이 운동 전개 : 6개 기관·단체 참여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 복지
· 장애인 경제자립 복지 서비스 강화 : 4개 분야 6,323백만 원
· 청각·언어장애인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 20명
·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 : 6개 분야 837백만 원
·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 13개 분야 2,836백만 원
·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 놀이터」운영 : 결혼이민여성 자녀 30명
·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사업 운영
- 원어민 강사 파견 등 8개 분야 41백만 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12개 분야 506명 1,008백만원
·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 1,480명 1,067백만 원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3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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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 9개 프로그램 1,012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40명 205백만 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 443건
매주 수요일「가족 사랑의 날」운영
맞벌이·양육 취약가구 아이 돌봄 지원 : 수혜자 510세대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 : 수혜자 51명 지킴이 23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9개 프로그램 1,012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0명 205백만 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 4개소 8,541백만 원
하수관로 정비 : 2개소 26.5km 1,574백만 원
고성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 사업(’09. ~ ’17년, 8,951백만 원)
- 생태학습관 준공, 야외 체험공간 조성(800백만 원)
청광 지구 축산밀집 지역 인공습지 조성(‘16.~’18년)
-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16.8.)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개소 8,541백만 원
하수관로 정비

2개소 26.5km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09.~’16. 12월, 21,600백만 원)
- 5개면 751가구 상수도 공급 2,510백만 원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11.~’19.12.)
- 총사업비 변경 승인(환경부) : 9,520백만 원 →
14,020백만 원(증 4,500백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 11건 1,50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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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1,600백만 원

14,020백만 원

푸른 휴식공간 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 2개소 100백만 원
명상숲 조성 : 1개교(동해초) 60백만 원
생명환경숲 조성 : 1개소 200백만 원
쉼터 조성 : 28개소 630백만 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생명환경숲 조성

2개소 100백만 원

1개소 200백만원

소외시설 녹색자금 지원(공모) : 1개소 100백만 원
산림휴양공간 조성 : 3개 사업 406백만 원

쉼터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

28개소 630백만 원

3개 사업 406백만 원

명품 가로수 길 조성 : 3.0km 200백만 원

자연친화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어촌 재난경보 방송장비 구축 : 9개소 160백만 원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13.~’19년)
- 호안 4.8km, 교량 3개소 중 1차분 착공 2,258백만 원
(총사업비 18,026백만 원)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13.~’17년)

농어촌 재난경보
방송장비 구축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60백만 원

2,000백만 원

5,411백만원

- 하천정비 0.3km, 교량 1개소 2,000백만 원(총사업비 6,670백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15.~’17년, 16,108백만 원)
- 관로 정비 1,76km, 빗물펌프장 250㎥/min 중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5,411백만 원
소하천 정비 : 6개소 4,510백만 원(총 사업비 16,86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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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 10개 업체 2,900백만 원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남도 투자 진흥 기금 출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900백만 원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대책 추진 : 기업체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일자리지원 체계 구축

일자리지원체계 구축

41백만 원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41백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 4개 사업 734백만 원

4개 사업 734백만 원

조선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 7개 사업 70명 463백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안길·진입도로 정비

6개소 1.40km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6개 사업 2,305백만 원
도시계획도로

·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공모) : 공룡시장 520백만 원
· 공룡시장 잔치 한마당행사 : 1,000여명 참여

25개 사업
17,150백만 원

도로 교통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 25개 사업 17,150백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

군도 정비

8개 노선 5.02km

- 9개 노선 7.22km 4,720백만 원(’15년 2,340백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
- 8개 노선 5.02km 1,650백만 원(’15년 720백만 원)
안길·진입도로 정비 : 6개소 1.40km 2,551백만 원(’15년 1,350백만 원)
위험교량 정비 : 16개소 820백만 원(’15년 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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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정비

9개 노선 7.22km

관광 인프라 구축
자란만 해양관광진흥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 142백만 원(’16.8.~’17.4.)
당항포관광지 조성
- 식음시설, 전기 기반 시설, 다목적광장 3,700백만 원
당항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13.~’16.12.)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조성계획(변경) 용역 130백만 원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공모)
- 습지탐방데크, 체험학습장 400백만 원
2016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공모) : 생애 첫 요트체험 등 200백만 원
2016년 열린 관광지 조성(공모) : 무장애 관광 동선 개선 등 490백만 원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 : 1,700백만 원( ’07.~’16년)
공룡박물관 활성화 : 공원계획 변경, 캠핑장 조성 등 810백만 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15.~’18년, 4,537백만 원 )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0백만 원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 2016.4.1.~6.12.(73일간) 152만명, 10,205백만 원 수입

힐링 관광 벨트 조성
· 대독천 물길 복원 및 체험 황토 둑방길 조성(’14.~’17년, 5,400백만 원)
- 물길복원 6km, 황톳길 조성 5.5km 1,890백만 원
·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14.~’18년, 8,200백만 원)
- 조성면적 40,000㎡ 200백만 원
·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15.~’18년, 3,500백만 원)
- 갈모봉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0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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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모
하이면 소재지 거점 도시 조성(’16.7.~’17.6.)
- 면적 1㎢(1만 명 규모) 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400백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11,850백만 원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 4개 면 7,203백만 원(총 사업비 23,886백만 원)
- 마을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 : 3개 권역 1,641백만 원
(총사업비 14,250백만 원)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마을단위) : 1개 마을 156백만 원
(총사업비 443백만 원)
-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 : 4개 분야 2,850백만 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 15개소 1,096백만 원
2016년 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공모)(’16.~’18년, 1,062백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 2개 마을 주거, 안전 및 생활 인프라 정비 333백만 원

11,850백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 삼산면 와도 다목적공원 및 안길 정비 170백만 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14.7.~’20년, 43,000백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096백만 원
170백만 원

-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착수 480백만 원
-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착공 1,000백만 원
고성읍 도시가스 조기 공급(’10.~’19년, 11,301백만 원)
- 3,939세대 도시가스 공급, 송학리 외 3개 리 일부 공급(1,069세대) 1,0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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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도시가스 조기공급

3,939세대

산업·물류단지 조성·관리
구 분

단지명

계

7개소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규모(조성기간)

추진실적

비 고

준공 1, 추진 중 6

내산 일반산업단지(경남도)

418,936㎡(’08.~’16년)

공사 추진 중(90%)

장좌 일반산업단지(경남도)

695,468㎡(’10.~’16년)

공사 추진 중(60%)

상리 일반산업단지(경남도)

756,560㎡(’09.~’16년)

기간연장 절차 중

대독 일반산업단지

265,987㎡(’09.~’16년)

공사 추진 중(99%)

봉암 동원 일반산업단지

298,410㎡(’09.~’16년)

공사 추진 중(95%)

율대 일반산업단지

182,109㎡(’10.~’16년)

준공(분양 중)

무등 물류 단지(경남도)

273,799㎡(’13.~’17년)

공사 추진 중(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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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경남도) 시책평가에 괄목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중앙부처(경남도) 평가 수상 현황 : 12개 사업 136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시상내역

인센티브

주 관

1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최우수(대통령상)

특별교부세 120백만원

행정자치부

2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

우수

3

2016 통계조사업무 유공 정부포상

우수

포상금 98만 원

기획재정부

4

2016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우수

포상금 4백만 원

보건복지부

5

2016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우수기관

우수

여성가족부

6

2016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우수

중소기업청

7

오염처리관리 종합성과 평가 우수기관

우수

포상금 5백만 원

낙동강 유역 환경청

8

2016 농촌지도사업 중앙단위 우수농업기술센터

우수

포상금 3백만 원

농촌진흥청

9

2016 경남지역 우수 자원봉사센터

우수

포상금 3백만 원

경상남도

10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경상남도

1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우수

경상남도

12

2016 대한민국 SNS대상(기초단체 군부)

최우수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행정자치부

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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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 단위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중앙부처(경남도) 등 공모사업 선정 : 34개 사업 22,558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34건

22,558

주 관

1

평생교육진흥사업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사업

45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0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3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

1,062

지역발전위원회

4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생활체육시설 (스포츠타운)개보수

400

문화체육관광부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520

중소기업청

6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

공룡시장 잔치한마당사업

34

경상남도

7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46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8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개선사업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사업

60

환경부

9

산촌 6차산업화 육성마을사업

나동산촌생태마을 6차산업육성사업

30

산림청

10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생명환경쌀로 빚은 참다래막걸리 가공시설지원

400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구지뽕열매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

620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

4,704

농림축산식품부

13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인프라지원

감말랭이 생산기술보급

6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14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패션푸르트재배 시범사업

80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15

생태녹색관광 지원화 사업

아시아의 지중해 당항만 역사·생태 공간 조성사업

700

문화체육관광부

16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캠핑과 함께하는 생애 첫 요트체험

200

문화체육관광부

17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상족암군립공원 야영장 개보수

100

문화체육관광부

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860

농림축산식품부

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일 오방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499

농림축산식품부

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상리 동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00

농림축산식품부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가 삼계 참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00

농림축산식품부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회화 신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00

농림축산식품부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200

농림축산식품부

24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회화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400

농림축산식품부

25

생생문화재사업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113

문화재청

26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향교전통교육 체험교실

28

문화재청

27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오광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43

문화재청

28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224

산업통상자원부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고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750

중소기업청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룡시장 바닥정비사업

200

중소기업청

31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지시설 녹색자금 지원사업

150

경상남도

3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동부농협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1,200

농림축산식품부

33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미래농업 테마파크 조성

500

농촌진흥청

34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1,000

농촌진흥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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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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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돈 되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 건설

03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 조성

1.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1 신성장 동력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겠습니다.
1-2 미래 2050 핵심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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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1 신성장 동력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항공산업
무인항공기클리스터 / 항공산업단지
AIRCRAFT&DRONE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고성군 동해면 일원 / 2016. ~ 2020. (5년간)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A=386,000㎡ / 460억 원 (공공 240, 민자 220)
추진계획
-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7년)
- 산업단지 조성 준공(’17~’20년)

대독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일원 / 2017. ~ 2022. (6년간)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항공부품산업 전문 단지 771,000㎡ / 1,165억 원
추진계획
- 시행 협약(MOA) 체결 및 투자 선도지구 공모 신청(’17년)
-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 완료(’18~’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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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일원 /2016. ~ 2019. (4년간)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항공부품 및 세라믹 특화 단지 437,829㎡ / 671억 원
추진계획
- 기본계획용역 시행(’17년)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착공(’18년)
- 산업단지 준공(’18~’19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조선기자재 / 해양플랜트
OFFSHORE PLANT CLUSTER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사업개요
- 위치 :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내산, 장좌, 양촌·용정)
- 사업내용 :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설비생산, 대형·특수선박 건조 등
- 사업비 및 면적 : 7,952억 원(민자) / 3,884,176㎡
추진계획
- 장좌 지구 산업단지계획(변경) 용역, 내산 지구 공사 착공(’17년)
- 조선해양산업특구 내산·장좌 지구 준공(’17~’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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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 2050 핵심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삼산면 장치리 ~ 하일면 용태리 / 2016. ~ 2025. (10년간)
- 면적 및 사업비 : 면적 687,000㎡ / 2,770억 원(민자 포함)
- 사업내용 : 숙박시설(웰니스 관광시설), 운동시설, 해양레저시설 등
추진계획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17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 2013. ~ 2021.(9년간)
- 시 행 자 : 고성그린파워(주)
- 면적 및 사업비 : 912,056㎡ / 4조 5,300억 원(민자)
- 사업내용 : 설비용량 2,080㎿ (1,040㎿ × 2기), 사용연료 : 유연탄
추진계획 :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이주 단지 조성공사 준공(’17년)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회화면 봉동리 해양마리나 부지 내 / 2016.~2020.(5년간)
- 사업내용 : 교육·생활동(3,840㎡), 훈련동(다이빙풀, 수영풀)1,520㎡, 해상계류장(50척) 1식
- 사업비 : 182억 원(국비 90, 도비 27, 군비 65)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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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개요
- 위치 : 고성군 당항포∼마동호∼연화산 일원
- 기간 및 사업비 : 2015. ~ 2020.(6년간) / 268억 원
사업내용 :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거류산 둘레길 조성, 마동호 둘레길 조성
역사·생태 공간 조성, 관광지 확장, 당항만 둘레길 해상교량 설치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개요
- 위치 및 기간 : 고성군 일원 / 2009. ~ 2020.
- 사업내용 :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양궁장, 씨름장, 테니스장, 동고성체육시설,
동해면체육공원 등 / 315억 원
스포츠마케팅
- 전지훈련팀 유치 : 350개팀 6,000명 (연인원 58,000명)
-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 14개 대회 13,200명

갈모봉 산림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개요
- 기간 및 사업비 : 2016.~2024. (9년간) / 500억 원(민자포함)
- 면적 : 735,000㎡

펫(반려동물), 관상어 산업 육성센터 조성
사업개요
- 기간 및 사업비 : 2017.~2019.(3년간) / 164억 원
- 사업내용 : 교육, 생산, 유통, 사후관리
-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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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되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 건설
2-1 농업의 대혁신과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2-2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3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2-4 농산물 가공과 식품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2-5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6 미래 첨단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7 선진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8 수산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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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되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 건설
2-1 농업의 대혁신과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대혁신
「고성 농정 2050 프로젝트」 실행 : 10대 분야 50개 과제
젊은 선도 농업인 육성 : 40명(2020년 목표 180명)
농업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 1인 1작물 전문가
「고성 농정혁신협의회」 구성·운영 : 25명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 : 1,032백만 원

지역농업 모델 구축
농촌교육농장 육성 : 1개소 25백만 원
농촌 여성 창업 지원 : 1개소 50백만 원
강소농 육성 : 5개 분야 133백만 원
미래농업 정원 조성 : 7,265㎡ 500백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젊은 선도 농업인 육성

젊은 선도 농업인 육성

농업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농기계 지원

40명

2020년 목표 180명

1인 1작물 전문가

1,03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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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벼 직파재배 확대 : 600ha 125백만 원
건전한 벼 육묘 생산 : 3개 사업 990백만 원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 10개 사업 648백만 원

벼 직파재배 확대

600ha 125백만 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 7개 사업 4,300백만 원
주요 채소 생산 활성화 사업 : 6개 사업 1,394백만 원
과수·화훼 생산 기반 조성 : 7개 사업 593백만 원
과수·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 : 9개 사업 492백만 원

건전한 벼 육모 생산

3개 사업 990백만 원

고성 농업 선도농가 육성
맞춤형 농업 강좌 운영 : 11개 과정 128백만 원
선도 농업단체 육성 : 7개 단체 74백만 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7개 사업 4,300백만 원

주요 채소 생산 활성화 사업
맞춤형 농업강좌 운영

6개 사업 1,394백만 원

11개 과정 128백만 원

과수·화훼 생산기반조성
선도 농업단체 육성

7개 단체 7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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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 593백만 원

2-3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 7개 분야 1,476백만 원
식량작물 수출·생산 단지 시범 : 50ha 100백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조직 육성
고성 시금치·참다래 유통기반 구축 : 1개소 2,416백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2개 분야 220백만 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 매출 목표액 11억 원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 및 고성쌀 애용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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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산물 가공과 식품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사 업 비 : 1,000백만 원
사업내용 : 가공시설 480㎡, 가공기계 20종

미래 먹거리 개발
미래 먹거리 개발 : 3개 사업 30백만 원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건립

건강기능성·항노화·웰빙작물 육성 : 20백만 원

1,000백만 원 48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 : 6개 업체 350백만 원
(총 사업비 3,000백만 원)

미래먹거리 개발

3개 사업 30백만 원
건강기능성·항노화·웰빙작물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 1개 분야 300백만 원

20백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 4개 분야 720백만 원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

6개 업체 3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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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4개 분야 720백만 원

1개 분야 300백만 원

2-5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 5개 분야 460백만 원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지원 : 690ha 389백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 175,000포 450백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 28,696톤 2,008백만 원

친환경 쌀 생산 단지 확대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 6개 사업 624백만 원
친환경농업 벼 재배 단지 운영 : 470ha 4개 사업 642백만 원

2-6 미래 첨단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에너지 농업 육성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 1ha 100백만 원
ICT 기반 새싹삼 스마트팜 : 1개소 100백만 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 1개소 50백만 원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 사업 : 3개 사업 3,465백만 원

미래 기후 대비 신기술 개발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 : 4,902㎡ 30백만 원
아열대 공기 정화식물원 조성 : 1개소 3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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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진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가축 질병 제로화로 안전축산물 생산 : 8개 분야 1,830백만 원
미생물 배양 연구소 운영 : 312톤 210백만 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 3개 사업 742백만 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브랜드 유통 : 3개 사업 100백만 원

축산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
가축 분뇨처리 지원 : 3개 분야 1,178백만 원
광역 축산악취 개선 : 18호 5,692백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 : 16,000두(’16년)
→ 18,000두(’17년) 704백만 원
낙농산업 육성 지원 : 5개 사업 263백만 원
호반우(칡소) 명품화 : 100두 52백만 원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 2개 사업 300백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70ha 1,853백만 원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 : 3개사업 22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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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산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어업기반 및 수산자원 조성
어로활동 지원 : 7개 사업 658백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 1개소 200백만 원
수산자원 조성 : 5개 분야 373백만 원
양식기반 시설 지원 : 12개 분야 3,525백만 원
어업기반 시설 정비 : 7개 분야 4,940백만 원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
쾌적한 해양 환경 보전 : 9개 사업 724백만 원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 해역 6,342ha
유·무인도서 정화활동 전개 : 28개소 6회 실시
굴 패각 자원화 : 15,000톤 300백만 원

2-9 산림자원 가치를 증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소득 증대
조림 및 숲 가꾸기 : 1,310ha 2,565백만 원
대단위 특화 조림 : 100ha(’17.~’21년) 20백만 원(총 사업비 1,200백만 원)
녹색환경 경관 숲 만들기 : 50ha 300백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 8개 사업 14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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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 조성
3-1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안전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2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4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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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 조성
3-1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안전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예비 활동 강화 : 재난 대응체제 구축, 재난예방 홍보 강화
농어촌 재난경보 방송장비 구축 : 9개소 160백만 원
재난 관련 시스템(장비) 유지관리 :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
재난관리 기금사업 추진 : 수남 지구 위험사면 보강 등 4개소 490백만 원
CCTV 및 관제 시스템 확충 : 318백만 원

자연친화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 : 호안 4.8km 교량 3개소 5,000백만 원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 0.3km 1,500백만 원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 호안정비 1.09km 300백만 원
동산 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 사면정비 120m 120백만 원
소하천 정비 : 삼산면 웃땀 소하천 등 6개소 4,976백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 관로 정비 1,762km 3,608백만 원
하천유지관리 : 기성제정비 등 2,652백만 원

재난 대비 예비활동 강화
재난예방 홍보 강화

‘고향의 강’ 조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농어촌
재난경보방송장비 구축

재난 관련 시스템(장비)
유지관리

CCTV 및
관제 시스템 확충

급경사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침수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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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지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 주택 개량 등 96동 2,760백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 4동 15백만 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 136가구 456백만 원

미래지향적 주거 공간 조성
맞춤형 공공 주택 공급 : 행복주택, 실버주택 등 410호 4,500백만 원
하이면 소재지 거점 도시 조성 : 1.0㎢ 400백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촌 생활환경 정비 : 13개면 1,670백만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 송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등 4개소 6,537백만 원
고성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 : 야외 체험공간 조성 등 1,000백만 원
청광 지구 축산밀집 지역 인공습지 조성 : 인공습지 7,700㎡ 8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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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 6개면 9,850백만 원
이당지구 광역 상수도 직접 분기 사업 : 송 배수관로 5km 등 700백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 생활용수 개발, 시설 개·보수 등 1,206백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 노후 관망 정비 등 유수율 80% 유지 4,300백만 원

생활주변 힐링공간 조성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보존 :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16개 분야 1,327백만 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 : 둘레길 조성 등 836백만 원(총 사업비 4,536백만 원)
연화산 도립공원 관리 : 꽃길 조성, 등산로 정비 160백만 원
도시공원 등 유지관리 : 4개 분야 437백만 원
갈모봉 산림욕장 관리 : 59ha 176백만 원
명품(특화) 가로수길 조성 : 군도 12호선 등 3.3km 2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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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 송학 광장~교사 삼거리간 도로 개설 등 16개소 10,250백만 원
도로 정비 사업 :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등 9.0km 5,631백만 원
위험교량 정비 사업 : 8개소 590백만 원

균형 있는 지역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 : 도로정비 0.5km 192백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공모사업) : 1개소 1,062백만 원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 :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등 2개소 4,000백만 원
농업 기반 조성 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6,475백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 4개소 22,700백만 원(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 마을권역 종합 정비 사업 : 2개소 9,000백만 원(계속)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 5개소 2,442백만 원(계속 1개소, 신규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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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100백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3,000백만 원
창업기업 신규 인력 고용보조금 : 5개 업체 30백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 활성화 : 4개소 1,010백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 17개소 224백만 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 300세대 972백만 원(총 사업비 11,301백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매월 1회 이상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 4개 분야 69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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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천
4-1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의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4-2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4-4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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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천
4-1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의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온 군민 「행복학습 배움터」 운영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운영 : 6회 36백만 원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4회 20백만 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고성학당’ 운영 : 45개 반 700명 161백만 원
‘학습이리온’ 배달강좌 운영 : 20개소 24백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 10개 마을 58백만 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
미국 유학 사전 프로그램 운영 : 40명 95백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 18개교 450백만 원
학력향상 및 항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4개교 210백만 원
자유 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 200명 24백만 원
감성터치·꿈 키움 프로그램 운영 : 25개교 95백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 1,086백만 원

53

4-2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박람회 개최 : 1,500명 15백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추진 :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복지 허브화 추진 활성화
동네방네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참여 확산
맞춤형 급여로 군민 행복 증진 : 3개 분야 2,760명 6,938백만 원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 추진 : 4개 분야 123명 1,239백만 원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 8개 분야 310백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화 : 천사의 집 등 8개소 2,440백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 2,170명 2,247백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 4개 분야 413백만 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 자립교육 등 14개 분야 1,186백만 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안심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보육료 등 4개 분야 9,298백만 원
보육수준 향상 지원 체제 구축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분야 861백만 원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 시설 운영비 지원 등 8개 분야 4,448백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 통합 서비스 등 4개 분야 270백만 원

다문화 가족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가족 상담, 한국어교육 등 130백만 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및 도비 지원 사업 : 9개 분야 35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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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 육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수련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154백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40명 222백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41개 분야 341백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한마당 축제 등 3개 분야 86백만 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기초연금 지급 11,600명 26,706백만 원
소외된 노인 보호 시책 추진 : 노인 돌봄 서비스 등 4개분야 1,222백만 원
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 재가노인 지원 등 523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경로당 320개소 등 운영지원 2,328백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운영 및 개보수 : 22개소 92백만 원

여성능력 개발 환경 조성
여성능력 개발 운영 지원 : 여성 단체 협의회 운영 등 5개 분야 44백만 원
정책결정과정 여성 진출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40%로 확대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 :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3개 분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맞벌이·양육 취약가구 아이 돌봄 지원 : 600세대 326백만 원
위기가정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분야 261백만 원
한 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5개 분야 213백만 원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강화 : 5개 분야 4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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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3개 분야372백만 원
저소득층 건강 맞춤 의료 지원 : 3개 분야 2,260명 130백만 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1,070백만 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365안심 병동 사업) 지원 : 1개소 102백만 원
진료사업 : 602백만 원
예방접종 사업 : 4개 사업 829백만 원

군민 맞춤 건강 실현
건강증진사업 : 7개 분야 800백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 : 9개 분야 659백만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5개 사업 165백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 4개 분야 200백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 3개 분야 182백만 원
치매관리사업 : 5개 분야 138백만 원
암관리사업 : 3개 사업 13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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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5-1 문화·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5-2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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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5-1 문화·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극, 음악, 국악, 무용 등 22백만 원
전통문화를 꽃피우는 무형문화재 공연 :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등 79백만 원
향토색 진한 문화·예술 행사 : 디카시 페스티벌 등 12개 행사 152백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무료 영화 상영 등 33백만 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건립 : 야외무대 등 1,000백만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 12개 대회 415백만 원
동고성체육시설 조성 : 조성면적 56,130㎡ 760백만 원(총 사업비4,500백만 원)
종합운동장 정비 사업 : 합숙소, 화장실 정비 등 300백만 원
체육시설 확충 : 주차장 조성 400백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 9개 분야 84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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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기반 조성
관광 홍보 및 관광안내 체계 구축 : 5개 분야 181백만 원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 300백만 원
당항포관광지 조성 : 1,600백만 원(총 사업비 83,452백만 원)
공룡박물관 활성화 : 5개 분야 1,060백만 원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본구상 용역 : 142백만 원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 : 1,800백만 원(’17~’18년 3,200백만 원)
한국 해양레포츠 기술원 건립 :
행정절차 이행(’16~’20년 18,200백만 원)

힐링 관광벨트 조성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 황토 둑방길 조성 :
110백만 원(’14~’17년 5,400백만 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
3,300백만 원(’14~’19년 8,200백만 원)
갈모봉 기반 시설 및 체험·체류시설 조성 :
700백만 원(’15~18년 3,500백만 원)
독실 생명농업 체험·체류시설 조성
700백만 원(’16~’18년 3,9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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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화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
6-1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 튼튼한 지방재정을 이루겠습니다.

60

6. 변화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
6-1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복합민원 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원불만 제로(ZERO)화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 읍면 순회 방문, 이동집무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 :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변화와 소통하는 군정 실현
해피(HAPPY) 고성 프로젝트 추진 : 군민행복 정책제안 공모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 3.0 추진 : 데이터 개방, 정보공개 등
SNS를 활용한 소통 1번지 : 다양한 군민 의견 청취와 군정 홍보
청탁 금지와 청렴도 향상 : 청탁 금지 교육, 홍보

6-2 튼튼한 지방재정을 이루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체납세 일소
국·도비 등 보조 재원 확보 : 신규 사업, 공모사업 발굴 총력
지방재정 건전 운용 : 재정안정화 적립금(2021년까지 100억 원) 조성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현장 중심 징수활동
「체납세 납부안내 콜센터」 운영 :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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