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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의 숨결이 느껴지는 도시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함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안군수

차정섭
●

부자되는 첨단농업

●

지역상생 기업육성

●

함께하는 맞춤복지

●

사람중심 녹색도시

●

미래지향 명품교육

●

세계유산 관광함안

Ⅰ
기본현황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함안
아라가야인의 힘찬 숨결이 느껴지는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함안은
경남의 중심지로서 농업과 기업이 함께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함안말이산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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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본현황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품격있는 행복도시 함안
01 일반현황

02 연혁

●

인

구 : 68,741명(30,289세대)

●

●

면

적 : 416,64㎢(경상남도의 3.9%)

●

●

행정구역 : 2읍 8면 88리 249마을(879반)

●

행정조직 : 2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0읍/면

●

군 의 회 : 의원 10명
상임위원회 - 의회 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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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년(신라 경덕왕) 함안군(咸安郡)으로 개칭
1505년(조선 연산군) 도호부(都護府) 승격
1906년(조선 고종) 칠원군 편입

03 문화재 및 기타
●

문 화 재 : 63건(국가 8, 지방 55)

●

교육시설 : 34개교(초19, 중9, 고5, 학력인정고1)

●

특산물 : 수박, 곶감, 참외, 단감, 연근, 포도

▶면적 Area

경상남도의 3.9%

417㎢

▶인구 Population

30,289세대

68,741명

▶재정 Finances

일반회계 3,128억원, 특별회계 577억원
재정 자립도 18.1%

3,705억원
04 재정규모
●

총 3,705억원 : 일반회계 3,128억 원, 특별회계 577억 원

●

재정자립도 : 18.1%

05 경제지표
●

지역총생산 : 2조 7,831억 원(1인당 4,233만 원)

●

산업구조 : 농림어업 4.2%, 제조업 46.0%, 건설업 5.3%, 기타 44.5%

●

기업체수 : 2,496개(종사자 32,6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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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Ⅰ기본현황

함안군의 상징
01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자연과 친화적인 생태도시 함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싱싱함,
무한한 발전의 의미를 내포한 '씽씽 달린다'를 함께 표현하였다.

02 마스코트

마스코트
함안군의 마스코트 우돌이는 옛날 농경시대로부터 인간과 가장
친화적이며, 부지런한 황소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함안건설>의 미래지향적인 동물로 표현한 것이다.
지정일자 : 1997년 12년 26일

03 심벌마크

심벌마크
심벌 형태는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군의 의지와 비전을
향해 높고, 멀리 메아리치는 모습과 함께 여항산과 국내에서 가장 긴
둑방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함안이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꿈과
소망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새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영문로고 타입을 옛스러우면서 밝고 강직한 로고타입으로 리뉴얼함
으로써 진보하는 함안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한글로고 타입은
영문로고 타입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본색상 HamAn Black은 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 HamAn
Green은 천연자연환경을, Haman Blue는 맑은 하늘과 강을, Haman
Yellow는 드넓은 대지를, HamAn Red는 친절과 진취적인 정신을 상징하
는 함안군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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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04 함안의 나무, 꽃, 새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군목(郡木) : 감나무
유실수(열매를 맺는 나무)로써 나뭇잎이 풍성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함안 파수 곶감은 옛 왕실의 진상품이며 함안의
특산품이다.

군화(郡花) : 백일홍
한번 꽃이 피면 백일가량 피어 있고, 번식력이 강하여 옛날 선조들의
절개(굳은 의지)의 상징으로 숭상하였으므로 군민의 기상과 같으며
고상하고 정열적인 색채와 향기는 무한한 가능성과 강인한 군민의
끈기와 박력으로 함안의 발전을 상징한다.

군조(郡鳥) : 까치
예부터 널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희망과 반가움을 전해주는 동물로
함안의 미래를 예견하며 옳은 길을 택하게 하는 좋은 새로 군내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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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년 군정성과

현장에서,
군민중심의 섬김행정 실현
사회 기반 재정비는 물론 문화관광,교육, 복지분야 등
군정 전반에서 꼼꼼한 군정설계로 군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증진으로 세계적인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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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4년 군정성과

풍요롭고 잘사는 함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 군민과 소통의 날 운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섬김행정 실현
● 악취를 제거해 살고 싶은 함안, 품격 높은 함안 지향
● 어르신의 편의를 중심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전면 개편

업그레이드 함안
함안군의 발전기반을 다진 한해
▶ 칠원면 읍(邑 )승격(2015. 1. 1.)
▶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영상정보 처리기기 401대)
▶ 군민과 소통의 날 운영
▶ 고객사랑 아침방송,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 39사단 부대이전 추진(2015. 3월 준공)
▶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
▶ 칠서정수장 체계 개선
▶ 신재생 에너지 공급(산인면 종합복지관)
▶ 도시가스 공급(군북지역 산업체, 남선/동신/주공아파트)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가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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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체감하는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
▶ 장난감은행 설치/운영(종합사회복지관 내)
▶ 어린이 안심놀이터 설치/운영(2개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7만원 ▶ 10만원)
▶ 드림스타트 담당 신설(전 읍면 확대 추진)
▶ 희망생활 민원봉사단 운영(87가구 지원)
▶ 양로시설 건립(대산면)
▶ 장애인 콜택시 운영(6대)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10가구)
▶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 장애인 보호시설 신축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부심 고취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확대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산불감시카메라의 고화질 교체 및 장비 현대화
▶ 청룡산, 여항산등산로(트레킹길) 조성
▶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시설 정비
▶ 숲 가꾸기 사업(천연림개량 900ha)
▶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조성 10개소, 개선 51개소)
▶ 안정적인 귀농 기반조성(11 농가)
▶ 산림휴양 치유 숲길(외범이산) 조성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2개소)
▶ 수출농산물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3개 사업,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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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Ⅱ2014년 군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생동감 넘치는 함안 만들기
▶ 산업단지 배후 미니복합타운 조성(발주 완료)
▶ 기업 활동 애로 기반시설 지원(모로농공단지 외 7개소)
▶ 기업경쟁력 강화(중소기업자금, 지방투자 촉진금 지원)
▶ 산업단지 지정(2개소 사내·가연 일반산업단지)
▶ 국내기업 투자협약 체결(3개 업체 25,385억 원)
▶ 마을기업(1개소, 총 4개), 사회적 기업(2개소) 육성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
▶ KTX열차 시간 조정(함안⇔서울 1일 생활권 확보)
▶ 함안 ◆ 서울 시외버스운행(1일 4회)
▶ 도시가스 조기 공급(주공아파트 외 4개소)

널리 퍼진 아라가야의 얼

전국에 아라가야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 함안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지정 당위성 뒷받침 학술적 근거 마련(학술발굴조사)
▶ 말 산업육성 및 함안승마장 조성 완료
▶ 애국지사 손양원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 처녀뱃사공 뱃길 복원
▶ 산인면 게이트볼장 조성
▶ 공설운동장 정비(칠서, 칠북)
▶ 칠원읍 어린이 안심놀이터 설치
▶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함주지>특별기획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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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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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군정평가
수상현황
15개 분야, 상 사업비 547백만원
포상금 62백만원
연번

수상분야

시상내역

계

14건

주 관

1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행정자치부

2

2014년 복지행정상

최우수

보건복지부

3

2014년 기초연금 지자체 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4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유공

최우수

고용노동부

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위

국민권익위원회

6

2014 통계조사 유공기관

우수

기획재정부

7

2014 보훈문화상

우수

국가보훈처

8

2014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

우수

여성가족부

9

2013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10

2014년 하천제방 정비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11

2014년 정기 보안감사

최우수

경상남도

12

2014년 추계 도로정비 점검 및 평가

우수

경상남도

13

2014년 농촌자원분야

우수

경상남도

14

2014 농수산물 수출 시책 평가

장려

경상남도

15

2014 생활민방위 운영 평가

장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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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원 중심의 행정도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배움이란 희망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함안군이 함께 하겠습니다.

ㅣ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ㅣHAMAN GUNㅣ17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Ⅲ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01 정책비전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02 군정지표

부자되는 첨단농업
지역상생 기업육성
함께하는 맞춤복지
사람중심 녹색도시
미래지향 명품교육
세계유산 관광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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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03 정책목표

희망주는 농업정책
● 농업생산 환경 조성

●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 농산물 유통 활성화

풍요로운 지역경제
●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육성

● 기업맞춤 환경 조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생활경제 안정화

맞춤형 복지실현
● 어려운 계층 생활안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건강한 환경 조성

품격있는 함안건설
● 쾌적한 환경 조성

● 조화로운 도시 개발

● 안전하고 편안한 군민생활 도모
● 군민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 미래지향 명품교육

문화관광도시 함안
● 문화예술 활성화

● 관광자원 개발

● 문화유산 세계화

● 독서문화 만들기

ㅣ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ㅣHAMAN GUNㅣ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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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품격있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및 특화작목재배로 강소농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감복지의 실현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품격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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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희망주는 농업정책

분야별
주요계획

친환경농업 및 지역특화작목
재배로 강소농 육성

농업생산을 위한 환경 조성
ㅣ전문농업인 양성
● 농업인 실용 교육(13개 과정 3,080명)
● 농촌여성 역량 강화 교육(3개 분야 118회 1,360명)
●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 및 기술정보 교류 지원(8개 사업 95백만 원)
● 농업인 단체 활성화(13개 사업 76백만 원)
● 농업인 한마음 축제 행사(9개 단체 50백만 원)
●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4개 사업 114백만 원)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11개 단체 8백만 원)

ㅣ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10개 읍·면 13개 마을)
●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230명)
● 농가 도우미 지원(임산부 또는 산모 1명)
● 마을쉼터 조성(11개소 130백만 원)
● 농촌노인 사회활동 지원(3개 분야, 6개소 7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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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희망주는 농업정책

ㅣ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
● 편이장비 지원(1개소 50백만 원)
● 시범마을 육성(1개소 10백만 원)
●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1개소 50백만 원)
● 영농현장 휴식공간 지원(3개소 36백만 원)
● 농촌여성 농작업 보조구 지원(1개소 5백만 원)
● 농작물 재해보상 보험 지원(45품목 3,770백만 원)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양념채소류 5품목 8억 원)
- 2015년 조례제정 등 지원 준비

ㅣ농업경영 안정화 직불제 사업
●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6,600농가 5,630ha 4,625백만 원)
● 조건불리직불제(160농가 58ha, 29백만 원)
● 친환경 농업직불제(60농가 42ha, 30백만 원)
● FTA 피해보전직불제(50농가 30ha, 50백만 원)

ㅣ녹지공간 조성
● 산인입곡군립공원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60억 원)
● 임도신설(군북 박곡, 칠원 장암지구)
● 맞춤형 조림사업(79ha 289백만 원))
● 외범이산 등산로 조성(1.2km 375백만 원)
● 가야 도항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1개소 150백만 원)
● 생활환경 숲 조성(1개소 2억 원)
● 명품 가로수길 조성(3개소 3km 3억 원)
● 벽산 블루밍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림 조성(250m 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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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
ㅣ첨단시설 원예산업 육성
● 경남 시설원예클러스터 조성( 2014~ 2030년 2,140억 원)
- 경남 시설원예랜드 조성
- 고소득 대체작목 기반구축
- 기존 주력농업 경쟁력 제고
● 임대시설원예하우스 단지조성(2015~ 2018년 140억 원)
- 시설채소주산단지 인근, 100동(6.7ha)
● 함안수박 안정생산 기반 조성(4개 사업 810백만 원)
● 씨 없는 수박 생산 기반 조성(13.3ha 200백만 원)
● 고당도 수박 생산 시범(6.7ha 20백만 원)
● 소득품종 육성 시험 연구(5개소 25백만 원)
● 기후온난화 대응 상록과수 실용화 시범(1개소 32백만 원)
● 혹한기 과채 안정생산 기반 조성(120동 180백만 원)
● 고품질 씨 없는 칼라수박 생산 시범(300동 250백만 원)
● 고급형 수출멜론 명품화(2014~2018년)
- 2015년 360백만 원(총 사업비 1,880백만 원)
- 종묘비(100동 18백만 원), 포장박스(4천매, 30백만 원), 자재지원 및
환경개선(100동, 238백만 원), 홍보(4개소, 40백만 원), 품질향상 시험연구(6개소, 3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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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희망주는 농업정책

ㅣ고품질 쌀 생산 지원
● 벼 육묘용 자재 및 상자모 지원(775백만 원)
● 생산단지 조성(10개 150ha 83백만 원)
● 무인헬기 방제비 지원(6천ha 610백만 원)
●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지원(6천ha 780백만 원)
● 기능성 벼 안정생산 시범(1개소 30백만 원)
● 신품종 건전 육묘 생산 방제기술 시범(1개소 5백만 원)

ㅣ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4개소 79ha 120백만 원)
●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6개소 45ha 600백만 원)
● 현장컨설팅 및 교육(9개 단지 14회 15백만 원)

ㅣ고품질 채소 전략작목 육성
● 7개 작목, 17개 사업 498백만 원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1ha 30백만 원)
-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구축(4개 사업 83백만 원)
-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4개소 36백만 원)
- 전기온풍기 공급(10개소 66백만 원)
-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10개소 40백만 원)
-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1개소 14백만 원)
- 마늘재배 농기계 지원(1개소 5백만 원)
- 첨단시설채소 육성 시범(7개 사업 22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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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종별 생산성 향상 지원(22개 사업 11억 원)
● 2014년 FTA 피해(한우 암소) 지원(직불금 2,572두 폐업 497두)
● 가축 분뇨처리시설 확충(218백만 원)
● 액비 살포비 지원(2개소 550ha 110백만 원)
● 축산 환경개선 지원(2개 사업 211백만 원)
●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25ha 225백만 원)
● 양질 조사료 생산 지원(4개 사업 676백만 원)
● 유기(반려)동물 보호소 운영(38백만 원)
● 미생물활용 양돈농가 악취방지 개선 시범(1개소 100백만 원)
● 축종별 악취제거 프로그램 개발·보급(3월)
● 악취제거 농가단위 실증 시범(미생물제 1개월 소요분 지원)

ㅣ친환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과일 자동 동력운반기 외 1개 사업(60백만 원)
● 연동 이중비가림 하우스 지원(14백만 원)
● 친환경농법 이용 품질향상(2개 사업 57백만 원)
● 최고품질 GAP 생산단지 시범 외 3개 사업(139백만 원)
● 곶감포장 박스지원(4개 작목반 12백만 원)
● 감 박피기 보급(25농가 100백만 원)
● 저온저장고 보급(7농가 6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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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활성화
ㅣ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추진
● 함안군 일원 2개소(가야권 1, 삼칠권 1)
● 20,775백만 원(국비 40%,지방비 30%,자부담 30%)
● 사업시행자 부지 확보(2015~2016년)
●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2016~2018년)

ㅣ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 유통시설 현대화(3개소 400백만 원)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계 연합 홍보(6품목 300억 원)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기반 구축(2개소 10백만 원)
● 새로운 품목 가공산업 육성(1개소 147백만 원)
● 농산물공동브랜드(e-아라리) 인지도 제고
- 대도시 지하철 권역 홍보(4개소 80백만 원)
- <e-아라리> 포장재 지원(3품목 57백만 원)
- 인터넷 포털사이트, 함안쇼핑몰 활용 홍보(40백만 원)
- TV방영(8회), 홍보물 제작(5종 35백만 원)

ㅣ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 대형 유통업체 활용 기획판촉 행사(4회 12백만 원)
● 농식품 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 참가(8회 18백만 원)
● 산지 유통시설 및 조직 활용 품질 차별화 홍보(5개 조직 1억 원)
● 지역생산 농산물 판매촉진 활성화(2개소)
● 신규 수출시장 개척(판촉행사 9회 70백만 원)
● 함안수박 홍보(4개 사업 315백만 원)
● 함안수박축제(1억 원)
● 곶감축제 지원(30백만 원)
● 농산물 수출확대
-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5개 분야 380백만 원)
- 물류비 및 포장재비 지원(930백만 원)
- 신규 수출품목 육성(2품목 170백만 원)
- 가공식품 수출 추진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지원(3품목 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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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풍요로운 지역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속에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함안 건설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육성
ㅣ기업의 사회적 기여 추진
● 기업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함안 메세나 결연
● 1사1촌 자매결연
● 장학금 출연 등 어려운 세대 후원

ㅣ공장 주변 가림나무 조성
● 개별행위 허가 시 사전 검토 강화
● 개별행위 준공검사 시 식재계획 반영 확인
● 개별행위 준공 후 2년간 사후 관리 지도
● 기존 공장 가림나무 식재
- 개별공장 대상, 취약지역 3개소 선정
- 편백, 메타세콰이어, 잣나무 등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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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계획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풍요로운 경제

ㅣ공장입지 제한
● 나홀로 공장입지 제한(승인 지양)
● 저공해 특화산업단지 조성(120만㎡)
- 저공해 완성품 업체
- 경상남도 선도산업·특화산업 업종 유치
- 대기업·중견기업 저공해 업종 유치

기업 맞춤 환경 조성
ㅣ미니복합타운 조성
● 함안군 관내 일원(2014~2018년, 15만㎡ 330억 원)
● 산업단지 인근 정주 규모 1만 명 수준
●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 조성

ㅣ기업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200억 원 업체당 3억 원 이내)
●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60명 180백만 원)
●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15개 업체 30백만 원)
● 근로자의 날 행사로 노사화합 문화 조성(표창, 선진지 견학)
●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개수·보수(303백만 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0개 업체 5억 원)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납세의 날> 행사 개최(납세자 사기앙양, 자부심 고취)

ㅣ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ㅣHAMAN GUNㅣ29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ㅣ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 가동 중인 산업단지(4개소 156개 업체)
● 가동 중인 농공단지(9개소 167개 업체)
● 조성 중인 산업단지(4개 833㎡)
● 착공 예정 산업단지(3개 755㎡)

ㅣ기업애로 공공시설 개·보수
● 진입도로 확장·포장(4개소 271백만 원)
● 상수도 인입(1개소 120백만 원)
● 오수처리시설(1개소 150백만 원)
● 배수로 정비 및 기타(2개소 13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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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정 주요시책

풍요로운 경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ㅣ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1개소)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ㅣ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 청장년층의 구인·구직 현황 조사
● 맞춤형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생활경제 안정화
ㅣ군민중심 교통정책 추진
● 읍면 권역별 지선 노선 운행
- 오지마을~읍면소재지 연결
- 읍면소재지 중심 희망시간대 운행
● 읍면소재지→ 거점지역(가야, 칠원)연결 ⇔ 창원 노선
- 군내 환승체계 및 환승센터 구축
● 주차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자이아파트 인근)
● 택시 감차 추진(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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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ㅣ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지역물가 안정관리
- 공공요금(6종), 개인서비스 요금(45종) 관리
- 착한가격업소 운영(14개소)
- 가격정보 공개(주1회)
●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
- 가격표시제 단속강화(분기 1회)
-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연중 실시
- 대부업 및 특수거래업(통신,방문판매업)지도 점검(반기별)
● 전통시장 활성화
- 가야전통시장 품목별 특성화 구역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이용 고객통로 확보(가야전통시장)
- 함안사랑 상품권 이용 가맹점 확대(40개소→80개소)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 2015년 소상공인 기금 조성(5억 원 총 16억 원)
-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

ㅣ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석유판매업자 및 가스판매업자 교육(연 2회)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 배관시설 개선(200세대 45백만 원)
- 타임밸브 보급(1,000세대 50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지역지원사업 추진(농업기술센터 96백만 원)
- 주택지원사업 추진(연 40호 140백만 원)
-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보급(연 20호 30백만 원)
● 도시가스 공급(2008~2020년 24,784백만 원)
- 가야신호사거리~대경아파트, 칠원읍 소재지 단독주택
※ 함안군 전역 연차적 공급 시행(10,551세대 78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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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실현

맞춤형 복지실현

분야별
주요계획

공감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복지함안을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 안정화
ㅣ기초생활보장
● 생계·주거 급여(1,744가구 16,268백만 원)
● 교육급여 지원(389명 152백만 원)
● 해산·장제 급여 지원(50명 64백만 원)
●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53명 17백만 원)
● 정부양곡 지급(456가구 156백만 원)
● 급수공사시설비 지원(14백만 원)
● 중고생 교통비 지원(186명 70백만 원)
● 위기상황 취약계층 발굴(145가구)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8명 94백만 원)

ㅣ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12,561백만 원)
●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50명 56백만 원)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40회 25백만 원)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9,000세대 5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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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015년 군정 주요시책
ㅣ일하는 복지 도모
● 자활근로사업 참여(95명 1,006백만 원)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22명 68백만 원)
● 저소득 독거어르신 무료세탁 지원(98가구 243점)
● 집수리 지원(40세대 115백만 원)

ㅣ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765명), 장애수당(767명),
장애인의료비(4,806명),장애인자녀 학비(6명)
● 보장구 구입 및 수리(70명)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96명)
● 집수리 지원(40세대 115백만 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60명)
● 주거환경 개선(10가구)
● 장애인 콜택시 운영(1개소 6대)
● 일자리 제공(32명)

ㅣ다문화 가정 한국사회 정착 지원
● 한국어교육, 방문교육(가족 및 자녀)
● 원어민강사 활용(5명)
● 기능취득비 지원(10명 2백만 원)
● 지역문화 탐방(2회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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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ㅣ희망복지 지원 서비스
● <희망생활 민원봉사단> 운영
● <나눔 One 행복 Ten> 모금 운동
● 병원 이동편의 지원(75명 15백만 원)
● 위기가구 희망나눔센터 운영(생계비, 의료비 등)
● 함께하는 이웃돕기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민·관 협치)
- 행복나눔가게 운영 활성화

ㅣ함께하는 자원봉사
● 읍면 자원봉사대 활성화(전 읍·면 결성)
● <일파만파 1365자원봉사> 운영(자원봉사 릴레이)
●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결식세대 해소)

ㅣ취약계층 건강 UP
● 무료진료(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법수면, 산인면)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나눔·소통 확산운동 <비우GO 채우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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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ㅣ영유아 보육기반 조성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시간제 보육지원
● 어린이집 환경 개선
●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0세~12세 취약계층 401명)
● 장난감은행 2호점 설치(가야권 1개소)
● 어린이 안심놀이터 운영(함주공원, 종합사회복지관)

ㅣ위기청소년 대책 마련
● 학업중단청소년 해밀 프로그램 운영
● 4대 폭력 학교방문 예방교육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CYC-Net) 통합지원체제 활성화
● 청소년 활동 문화공간 확보(청소년 수련관 건립)
- 가야읍 말산1길 10
- 지하1층 지상4층(75억 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체험, 학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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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활기찬 노후시대 기반 마련
● 노인일자리 사업(13개 사업, 450명)
● 노인취업지원센터 증설(삼칠권)
●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3명 2백만 원)
● 악취예방 모니터링사업단 운영(노인일자리사업)
- 65세 이상 8~10명, 월 20만원
● 종합장사시설 건립(함안하늘공원)
- 가야읍 사내리 산 113-1(106,891㎡)
- 화장시설, 화장로 3기, 자연장지 등(292억 원)
● 어르신 실버문화센터 운영
- (가야권) 교양프로그램(5개 강좌), 노인대학 운영(195명 13백만 원)
- (삼칠권) 한글교실 개소(9월,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내)
●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확충(1개소)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1개소)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1개소)
● 노년생활 활력증진 시범(4개소)

ㅣ여성권익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건전가정육성과 가족화합 분위기 조성
● 건전한 성문화 조성(캠페인 및 교육)
● 여성센터 운영(능력개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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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 조성
ㅣ건강자가관리 능력 향상
● 심뇌혈관질환 검사비 지원(200명 20백만 원)
●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아동 건강관리, 임신출산장려 지원
●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 건강교실 운영(330개소 1만 명)
- 환자 조기발견(합병증 무료검사 등)
- 영양체험 교육(영양실습 및 교육)
● 건강생활 실천사업
- 건강 체험방 운영(보육시설, 유치원)
- 건강한 직장 만들기(관공서 및 기업체)
- 건강사랑 마을 가꾸기
- 취약계층 영양지원(임산부 영양 보충 지원, 요리실습 등)
● 금연사업(금연클리닉운영, 청소년 금연교실)
● 구강보건센터, 어르신건강관리센터 운영
● 무료 의치 보철사업(146명 170백만 원)
● 희귀, 난치성 질병환자 의료비 지원(135종 66백만 원)

ㅣ건강위해요인 해소
● 조기 건강검진으로 질병발견 및 치료
● 감염성 질환예방
● 암 조기검진(5대암) 및 의료비 지원(89백만 원)
● 감염병 예방관리
-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122명)
-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3,8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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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실현

ㅣ건강한 정신으로 삶의 가치 향상
●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21백만원)
●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ㅣ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
● 응급의료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연계 건강한 분위기 조성
● 병원 및 약국 지도관리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8개 단체 1,233백만 원
- 6.25 및 월남 전쟁 참전기념비 건립(5억 원)
● 충의공원 주변 정비(진입로 300m 공원조성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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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체육시설 기반 조성
● 오곡 생활체육공원 조성(45억 원)
- 칠원읍 오곡리 101-5번지 일원(건물 1,000㎡ 부지 4,998㎡)
●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10억 원)
- 칠서면 무릉리 1066번지 일원(부지 4,900㎡)
● 산인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 모곡리 986-1번지 일원(500㎡ 250백만원)
● 에이스아파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 칠서면 무릉리 1122-1번지 일원(300㎡ 200백만 원)
● 스포츠타운 내 족구장 정비(150백만 원)
●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내정비
- 실내 인조잔디 설치 (4개소 1,500㎡ 1억 원)
● 군북 월촌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와룡정 일원, 1억 원)
● 군북 월촌 게이트볼장 정비(30백만 원)
- 야외구장 정비 1식, 인조잔디 설치 1식
● 생활야구장 정비(함안 스포츠타운 내, 650백만 원)
- 인조잔디 설치(1식), 관람석 설치(1식), 조명설치(1식)
● 테니스장 정비(함안 스포츠타운 내, 6억 원)
- 본부석 및 관람석 정비(1식), 하드코트(1면) 등
● 대산 공설운동장 정비
- 대산면 구혜리 163번지 일원(8억 원)
- 우레탄 포장(1식), 조명타워 설치(1식), 천연잔디 설치 (1식) 등

40ㅣHAMAN GUNㅣ2015 군정계획ㅣ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품격있는 함안건설

품격있는 함안건설

분야별
주요계획

행복지수를 높이고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ㅣ환경보전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30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39백만 원)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55백만 원)
● 생태계교란 외래 생물 퇴치(10백만 원)
● 야촌천 생태습지 조성(48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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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환경오염물질 차단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CCTV) 확대(10개소→20개소)
- 취약지 불법투기 금지 입간판 확대 설치(40개소→90개소)
● 섬유파쇄기 설치로 방치폐기물(부직포 등) 처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 오염물질 등(1,081개소), 수질오염물질(775개소),
폐기물(875개소), 생활공해(213개소)
● 슬레이트 처리(80가구 268백만 원)

ㅣ악취발생원 근절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3개소)
● 공중화장실 관리(31개소 80백만 원)
● 돈사 악취근절 미생물 공급(31개소/300두 이상)
● 칠서공단 악취저감
- 악취 모니터링과 악취검사 강화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설치(1개소 25백만 원)
● 시가지 악취근절(환경기초시설, 양돈농가, 시가지 하수구 등)
-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탈취시설 설치(510백만 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2개소 50백만 원)
● 악취예방 민간 모니터링 실시(어르신 단체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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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맑은 물 공급 및 수질 보전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개수·보수(12개소 955백만 원)
● 지방상수도 개량 및 확장(17개소 3,032백만 원)
● 칠서정수장 정수체계 개선(8,407백만 원)
● 소구역유량계 설치(4개소 350백만 원)
● 칠북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015~2017년)
- 총 사업비 1,789백만 원(2015년 : 171백만 원)
- 덕남리, 봉촌리, 이령리
- 관로매설(4.04km), 급수전(156개)
● 하수관거 설치(칠서면, 칠원면 일원)
● 산인 내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관거(276km), 배수설비 신설(155개소)
● 군북 월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관거(208km), 배수설비 신설(57개소)
● 산인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공급(9,003백만 원)
-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42km
●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2015~2017년)
- 법수면 윤외리 일원(10,343백만 원)
●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을 위한 준설
- 준설차 구입(1톤, 95백만 원)
- 오수관로 정기준설(연1회 60백만 원)
● 소규모 하수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7개소 8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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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도시개발
ㅣ미래지향적 도시개발
● 39사단 부대이전(2015. 6월 완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41건 5,045백만 원)
지역
가야읍
군북면
대산면
칠북면
산인면

건수
6
2
3
1
8

금액
470
160
170
100
2,100

지역
함안면
법수면
칠서면
칠원읍
여항면

건수
4
5
1
5
6

금액
210
630
110
400
695
단위 : 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9건 2,163백만 원)
지
역
칠서 에이스아파트(소로3-32호)
칠원 성당(소로2-8, 3-15호)
칠원 용산(소로2-1호)
칠원 용산(소로2-4호)
가야 노블리안(소로2-99호)
군북 안도(소로2-11호)
군북 의봉(소로3-8호)
군북 정암(소로2-59호)
칠원 용산(소로3-9호)

길 이
400m
325m
100m
140m
50m
156m
60m
80m
건물철거

금 액
200
508
100
200
500
200
100
300
55
단위 : 백만원

ㅣ시가지 정비
● 간판 리모델링(196동 6억원)
- 군북면 : 군북역사거리~중암삼거리(300m 86개 업소)
- 대산면 : 대산면사무소~대산주유소(650m 43개 업소)
- 칠원읍 : 칠원읍사무소~GS25 칠원용산점(200m 67개 업소)
●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 지원(6개 단지, 220백만 원)
● 연립주택 환경정비 지원(6개 단지, 45백만 원)
● 칠원읍 시가지 일원 전선 지중화(2015~2020년, 2.0km 1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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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군민생활 도모
ㅣ안전관리 체계 구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가야지구(저류지설치, 하도정비, 수문일체식 펌프설치 등)
- 구성지구(배수로 정비,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 찾아가는 안전교육(반기 40명)
● 통합관제센터 면진장치 설치(9개 30백만 원)
● 수리시설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40백만 원)
● 안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배수장 1개소, 파라펫 237m)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1,050백만 원)
- 도로 3.18km, 상수도 3.28km, 하수도 21.71km

ㅣ농촌생활 환경정비
●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4.3km/6개소 384백만 원)
● 창조적 마을 만들기(이령, 여항산, 입곡, 법수산)
● 농촌중심지 활성화(함안, 대산, 칠원, 군북)
● 농촌생활환경 정비(도로개설 1km 1,747백만 원)
● 농촌주택 개량(45동 27억 원)
● 농촌빈집 정비(40동 2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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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 도로 확장·포장 : 군도(3개소 550백만 원), 농어촌도로(9개소 3,530백만 원)
● 교통안전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오곡~호곡, 0.5km 3,216백만 원)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5개소, 6.05km 2,666백만 원)
●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
- 소규모 도로정비(3개소/2.3km 680백만 원)
- 도로 재포장(8개소/13.2km 1,240백만 원)
- 차선도색(2개소/60km 200백만 원)
- 측구정비(10개소/1.54km 572백만 원)
● 군북~가야(국도 79호선) 도로 확·포장(4차선 7.3km)
● 칠원~대산(지방도1041호) 도로 확·포장(4차선 8.12km)
●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도로 확·포장(4차선 9.21km)
● 밀포~창원 북면 자전거길 조성(2015~2018년, 3km 18억 원)
● 에이스아파트~칠원고 뒷길 정비(400m 2억 원)

ㅣ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주민편의 도모
● 남강 하도준설(장포지구 2.7km)
● 하천정비
- 소하천 : 유현천(1.5km), 대촌천(1.2km), 백세천(2.64km)
윤외천(3.14km)
- 지방하천 : 검단천(100m), 영동천(50m)
- 소규모소하천 : 평촌천(500m), 서재골(60m), 서촌천(120m),
덕석골천(300m), 안령골천(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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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ㅣ칠원 읍 승격(2015. 1. 1.)
● 기념식 개최(2015. 1. 2. 11:00)

ㅣ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2011~2030년, 15,936필지)
● 함안군 역사서적 전자책 제작(함안군지 22백만 원)
● 각종 행사 통합정비 및 내실화
● 함안알리기 영상UCC 공모전 개최(17백만 원)
● 군민섬김행정 서비스 실천
- 군수와 소통의 날 운영(매월 셋째 화요일)
-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08:30~18:00)
- 야간 민원실 운영(18:00~21:00, 동절기 제외)
- 임산부 배려창구, 북카페 운영, 여권 배달서비스 운영
● 소통하는 지역정보서비스 운영(정보화 교육 등)
● 차량소유자 법률 준수사항 우편발송(4만대)

ㅣ민원서비스 기반 조성
● 칠원 오곡 민원센터 설치(28억 원)
- 칠원읍 오곡리 152-1, 건축 300㎡, 부지 5,850㎡
● 군 청사광장 공원 조성(3,000㎡ 5억 원)
● 청사정문 상징아치 설치(공모 350백만 원)
● 원격무선방송시스템 구축(전 읍·면 연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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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명품교육
ㅣ명품교육 환경 조성
● 명문고 집중 육성(2개교 4년차 8억 원) 육성
● 교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환경 개선(보건고 20백만 원)
- 기숙사 신축(군북중 2억 원)

ㅣ교육기반 강화 프로그램 지원
● 방과 후 학교 운영(23개교 356백만 원)
● 인터넷 동영상·고교기숙사 운영비(3개 고교 49백만 원)
● 기숙사특별프로그램 운영(3개교 70백만 원)
●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10백만 원)
● 방과 후 통학 차량비(보건고 10백만 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7개교 361백만 원)
● 영어체험교실(2개 초등 11백만 원)
● 함안영재교육원 체험학습(100명 15백만 원)
● 진로·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10백만 원)

ㅣ체육특성화교육(248백만 원)
● 체육꿈나무 육성(12개교 158백만 원)
● 경남 초등학생·중학생 종합체육대회(25백만 원)
● 여자축구 특성화(2개고 60백만 원)
● 역도부 지원(칠서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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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평생학습 문화 조성
● 평생교육 운영(위탁) : 창원대(관내), 마산대(학교자체)
● 군민대학 운영(월 1회, 첫째 주 수요일)
● 종합사회복지관 (25개 강좌, 12개월)
● 여성능력개발센터(자격취득, 직업능력개발, 문화교육)

ㅣ함안군 장학재단 운영
● 2015년 장학기금 출연 5억 원
- 2014년까지 확보 121억 원(최종목표액 200억 원)
● 다양한 장학금 지급( 287명, 355백만 원)
● 대학생 기숙사비(주거비) 지원( 10명, 1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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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도시 함안

분야별
주요계획

아라가야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다시 찾고싶은 도시 함안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ㅣ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여
● 해맞이 행사(2015. 1. 1. 07:00 ~ 08:00)
● 정월대보름 달집 사르기(음, 1. 15.)
● 함안삼칠 민속 줄다리기(2015. 3월 2일간)
● 제24회 함안낙화놀이(음, 4. 8.)
● 군민의 날·제28회 아라제(2015. 4월 3일간)
● 제8회 함안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2015. 4월)
● 제12회 함안예술제(2015. 9월 7일간)
● 주말 영화관 운영(월 1회, 일요일)
● 문화예술 공연(기획공연 24회, 기획전시 2회)

ㅣ문화예술 기반조성
● 다목적구장 야외무대 활성화(야외공연 1회)
● 문화예술회관 전용 홍보대 설치(2개소 1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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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도시 함안

ㅣ제38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제 개최
● 2015. 5월 중(2일간), 함안공설운동장
● 도내 18개 시·군 참가
●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등 전통 민속예술 공연

ㅣ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53백만 원)
● 함안문화원 운영 및 지원(153백만 원)
● 문화예술단체 지원(135백만 원)

관광자원 개발
ㅣ악양근린공원 조성
● 대산면 하기리·서촌리 일원(264,705㎡ 14억 원)
● 탐방로, 전망대, 식물원, 처녀뱃사공 조각마당 등

ㅣ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조성
● 칠서면 이룡리 173번지 일원(77,709㎡ 28억 원)
●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원, 생태연못 등

ㅣ함안 연꽃테마파크 편의시설 설치(2억 원)
● 화장실 및 급수시설(1식), 포토존(3개소), 관수시설(1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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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아라가야 말산업 육성
● 승마장 활성화
● 맞춤형 휴양마 관리
● 경마대회 개최

문화유산 세계화
ㅣ함안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관련 자치단체 공동 등재추진
- 경남도, 경북도, 김해시, 함안군, 고령군
● 함안말이산고분군 제21호분 발굴조사
●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ㅣ함안박물관 유물 홍보
● 함안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발간(300여점 1,000부)
● 39사 이전부지 발굴유물 기획전 개최(200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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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문화(역사)인물 재조명
●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조성
- 칠원읍 구성리 685번지 일원(3,656㎡ 52억 원)
-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 만우 조홍제선생 생가 관광지 조성
- 군북면 덕대리 41번지 일원(1,840백만 원)
- 진입로 확장·포장(233m), 주차장 조성(67대분), 쉼터(정자) 1식
● 생육신 공원 조성(2015년~2017년)
- 토지매입, 공원조성 1식(5억 원)

ㅣ문화재 및 역사문화유적지 정비(2014년~2018년)
● 문화재 정비
- 국가지정(5개소, 1,550백만 원), 도 지정(9개소, 1,179백 만원)
● 무산사 광풍각 보수(52백만 원)
● 고려동유적지 내 효산정 보수(293백만 원)

ㅣ함안군정 홍보
● 텔레비전(TV) 및 언론매체 광고(366백만 원)
● 아라가야 및 함안말이산고분군 홍보(40백만 원)
● 함안소식지 발행(격월, 90백만 원)
● 군정 주요행사 비디오 및 사진 기록보존(25백만 원)
● 함안군정뉴스 제작(분기 1회 15백만 원)
●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투어(관내 교사 28명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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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만들기
ㅣ독서환경 조성
● 독서진흥 표어, 포스터 공모
● 책읽기 캠페인 전개
●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최
● 도서관 견학(방문) 프로그램 운영

ㅣ독서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독서동아리 확대 및 작가와의 만남 추진
● 도서기증 운동 전개
● 마을경로당 독서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노인용 활자본 보급
● 작은 도서관 지원(60백만 원)

ㅣ함안의 고유문화를 독서와 연계
● 2015년 올해의 책 독서왕 선발 대회
● 주부 독서 모임, 실버 독서 모임, 초중고 독서 모임 결성

54ㅣHAMAN GUNㅣ2015 군정계획ㅣ

2015년 군정 주요시책

함안군 기본현황 2014년 군정성과

군정지표와 2015년 정책목표

2015년 군정 주요시책

2015년
주요행사 계획
행사명

기간

장소

해맞이 행사

1. 1.

함안군청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1. 15.

함안천변

함안삼칠민속줄다리기

3월(2일간)

칠원시가지 일원

제24회 함안낙화놀이

음, 4. 8.

무진정

4월(3일간)

함주공원 일원

4월

함주공원 일원

9월(7일간)

함안문화예술회관 일원

군민의 날/제28회 아라제
제8회 함안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제12회 함안예술제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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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군정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이 정책으로 태어나다
사람을 중심에 둔 희망군정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으로 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군민은 군정의 대상이 아니라 군정의 주체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자되는 첨단농업, 지역상생 기업육성, 함께하는 맞춤복지, 사람중심 녹색도시, 미래지향 명품교육,
세계유산 관광함안 등 여섯가지 군정 목표를 군민 중심의 신뢰와 소통으로 성공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군정, 군민과 함께 흘린 땀과 쉼 없는 노력은 이제 대내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함안을 주목하다
2014년은 다양한 방면에서 함안군의 행정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 복지행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유공 > 최우수, <2014 기초연금 지자체 평가> 최우수를 수상함으로써 함안군이
군민을 바라보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지역의 주요 하천을 점검하고 보수하여 경상남도가
평가하는 <하천제방 정비평가>와 <추계 도로정비 점검 및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를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위, 보훈문화상(국가보훈처 주관)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경상남도 주관) 최우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여성가족부 주관) 우수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안은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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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해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다
함안군은 이제껏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까지 열정과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함안군의 발전이 계속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남의 중심도시다운 함안의 미래를 만드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 갈 것입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 실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대책 추진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안의 미래성장동력을 튼튼히 하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함안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관리로 역사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함께 구령을 맞춰 달려 나가겠습니다. 희망 군정이 모든 함안
군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흘린 땀보다 우리는 늘 흘릴 땀을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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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으로 오십시오!
Welcome to HAMAN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2015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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