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봉화군정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풍요로운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풍요로움과 행복,

2019 봉화군정

희망찬 내일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봉화를 가꾸어 갑니다.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TEL : 054) 679-6021 FAX : 054) 679-6029

꿈꾸며 갈망하는 미래를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군정...
모두가 함께 하는
군정의 토대 위에서
그 꿈을 실현시킵니다.
군민 모두가
봉화의 주인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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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9년 재정규모

인구수 32,919명 / 16,697세대

기본현황

(남 16,444명 / 여 16,475명)

면적 1,201㎢ / 임야 991.81㎢ / 경지면적 133.8㎢
(경북도의 6.3%)

1읍 9면 (157 행정리 757반)

▶ 총 4,070억원 (재정자립도 5.1%)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년
3,600
3,254
346

2019년
4,070
3,834
236

증감
13.06%
17.84%
▲ 31.91%

▶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일반회계 3,834억원)
행정조직

공무원 606명(정원)

본청 296명

(1인당 주민수 54명)

주택
16,830호

세입

2실 10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의회

단독주택 14,226호

연립주택 536호

아파트 1,755호

다세대주택 313호

•자체수입 - 지방세 112 (2.92%)
세외수입 82 (2.13%)
•의존수입 - 교부세 2,332 (60.83%)
조정교부금 65 (1.70%)
국고보조금 891 (23.24%)
도비보조금 202 (5.27%)
•보전수입 - 순세계잉여금 150 (3.91%)

순세계잉여금
150 (3.91%)

주요시설

의료기관 20개소

교육기관 41개소

(병원2, 의원7, 치과4, 한의원 7)

(유치원 14, 초등학교 14, 중학교 9, 고등학교 4)

보육시설 11개소

기업체 72개 업체

(봉화어린이집 등)

(농공단지)

도로 1,018km

상수도 480.4km

도시가스 1,667가구

하수도 122km

세출

도비보조금
202 (5.27%)

•일반행정 175 (4.57%)
•공공질서 및 안전 119 (3.11%)
•교육 34 (0.88%)
•문화관광 316 (8.24%)
•환경보호 248 (6.47%)
•사회복지 615 (16.03%)

지방세
112 (2.92%)

수송교통
166 (4.32%)
세외수입
82 (2.13%)

공공질서 및 안전
119 (3.11%)
교육
34 (0.88%)

예비비
52 (1.37%)
국토개발
525 (13.70%)

국고보조금
891 (23.24%)
교부세
2,332 (60.83%)

조정교부금
65 (1.70%)

문화관광
316 (8.24%)

기타
509 (13.26%)
사회복지
615 (16.03%)

일반행정
175 (4.57%)

환경보호
248 (6.47%)

농림해양수산
897 (23.39%)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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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95 (2.49%)
•농림해양수산 897 (23.39%)
•산업·중소기업 83 (2.17%)
•수송교통 166 (4.32%)
•국토개발 525 (13.70%)
•예비비 52 (1.37%)
•기타 509 (13.26%)

산업·중소기업
83 (2.17%)

보건
9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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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군정방향

민선7기 5대 선도 프로젝트

1

봉화
퍼스트

군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2

햇살복합영농

녹색전원생활
3

지역 관광명소 벨트화
4

최고의
문화관광

6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연계)

노후가
행복한 복지

5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 유치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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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바라본 봉화군
민선 7기 엄태항 봉화군수 취임

봉화군 대표단,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
의전과 축하공연 등을 제외하여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검소하고 간소화된 취임식을 치렀다.

풍요로운 봉화’건설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7일 봉화군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타운조성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양국 간의

밝혔다.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응웬 티 킴 응언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특히, 엄태항 군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대표적인 공약인 3·5·10 (3대 미래성장

국회의장은 2016년 포브스가 선정한

수 있을 것이며 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한

경북 내륙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동력 사업, 5대 당면핵심 사업, 10개 읍·면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 재난부서장과 읍면장은 현장에서

숙원사업)의 역동적인 추진과 함께 소통과

알려진 바 있으며 지난 4일 부산 방문을

상황근무토록해 사전대비태세를

상생, 협력하는 ‘봉화 퍼스트 (First)’, 친환경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화하고 재해·재난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햇살에너지를 활용한 ‘햇살 복합영농’,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정주 기반 조성의

경북 봉화군의 엄태항 군수와

군은 베트남 ‘리왕조’(베트남 최초의

교류사업의 확대로 봉화군이 한-베 교류의

‘녹색 전원생활’, 청량산 MTB와 분천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등 대표단

독립 왕조)의 국내 유일 유적지인 봉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엄태항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봉화를

산타마을 겨울왕국 체험랜드, 리조트

일행이 화산이씨 후손들과 함께

충효당을 중심으로 한 봉화베트남타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태풍 쁘라삐룬이 경북

견인하는 힘이 화합에 있음을 강조하고

유치를 통한 ‘최고의 문화·관광’, ‘노후가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내륙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노령화,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행복한 복지’봉화 건설을 다짐했다.

티 킴 응언 (Nguyen Thy Kim Ngan)

응웬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했다.

전문 MC 대신 공무원 사회 진행, 불필요한

활성화 등 봉화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민선 7기 제45대 엄태항 봉화군수의
취임식이 2일 봉화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종 우호

엄태항 봉화군수 국비확보 ‘잰걸음’
혁신적인 군정을 추진한 점 등을 높게

없이 진행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길

엄태항 군수는 “민선 7기 군민과 약속한

평가받았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이번 평가에서 엄태항 봉화군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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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베트남타운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엄태항 봉화군수, 한민족대상 ‘대상’ 영예
책임을 다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응웬 티 킴 응언 국회의장은 “봉화 베트남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변화와 도전, 풍요로운 봉화 건설을

엄태항 봉화군수는 민선 자치의 역사를

엄 군수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김종진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목표로 3·5·10(3대 미래성장동력 사업,

새롭게 쓴 장본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청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문화재수리

군정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5대 당면핵심 사업 ,10개 읍·면 숙원사업)

최초로 징검다리 4선 군수에 당선된

진흥원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

사업을 추진한 점과 소통과 상생,

그는 4번의 선거를 모두 무소속으로

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협력하는 ‘봉화 퍼스트(First)’, 친환경

당선돼 지역 정당의 공천 벽도 허물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햇살 에너지를 활용한 ‘햇살 복합영농’ ,

봉화초·중·고등학교와 중앙대 약학대를

엄태항 봉화군수는 23일 간부공무원 등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관계자와

대한민국 한민족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정주기반 조성

졸업 후 봉화읍 내에 엄 약국을

10여명과 함께 문화재청과 중앙부처를

연이은 면담을 통해 국립백두대간

혁신리더 부분 대상에 이름을 올린 엄태항

‘녹색 전원생활’ , 청량산 MTB와 분천 산타

개설, 약사로 활동하다 민선 1·2·4기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역현안사업의

수목원과 청량산을 연계한 트레킹

봉화군수는 “새로운 군정을 시작 하는

마을 겨울왕국 체험 랜드, 리조트 유치를

봉화군수를 지냈고 다시 민선 7기 봉화

원활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코스 개발, 케이블카 설치 등 민선 7기

단계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송구 스럽다”며

통한 ‘최고의 문화·관광’, 노후가 행복한

군수로 당선됐다.

마련됐으며, 특히, 민선 7기의 희망찬

핵심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을 충분히

“앞으로 봉화 발전의 핵심 리더 역활과

‘복지 봉화’ 건설을 목표로 도전적이고

출범과 함께 각종 역점사업들이 차질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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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외수상 현황

언론에서 바라본 봉화군

▶ 기관표창
평가(대회)명
계
2018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2017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 기관 표창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경상북도

글로벌 인적교류 우수 지자체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발전사업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2018 한국관광 혁신 대상
2017년도 과실전문 APC 운영활성화 계획 평가

KOTFA(한국국제관광전)
농림축산식품부

주민 소득창출을 목표로 한다.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봉화군, 에너지 자립도시 박차
이앤씨(대표이사 위대호), ㈜모두에너지

공유를 통해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대표이사 김대우) 사이에 이뤄졌다.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주민과 태양광

봉화군은 발전사업 관련 행정
지원,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자금 대출 지원,

엄태항 군수는 “무한한 태양광을 활용한

(주)태성이앤씨와 (주)모두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모집과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봉화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민

홍보·사후관리 등의 역할 분담으로 성공적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2018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FTA기금) 연차평가농림축산식품부
2018 대한민국 진흥정책 브랜드 대상
한국관광평가연구원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경상북도
2018년 경북 농정평가
경상북도
2018년 치수사업평가
경상북도
2018년 채소특작육성시책 평가
경상북도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사업추진에 공동 노력 하게 된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향후 다양한 신재생

저탄소생활실천 평가보고회

경상북도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평가

경상북도

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번 투자양해각서는 봉화군과 NH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함과

농협은행(봉화군지부장 손진혁), ㈜태성

동시에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개발이익

밝혔다.

평가(대회)명

‘제20회 봉화은어축제’가 성료됐다.

은어잡이(반두·맨손) 체험을 비롯해

‘기다려온 맑은 여름! 다시 돌아온 봉화

가재잡이·수박서리가 인기를 얻었으며

은어!’란 슬로건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은어축제 2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벤트

4일까지 8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등도 참가자들을 사로잡았다.

개최된 제20회 봉화은어축제가 막을

또 폭염 장기화로 관광객을 위한 무더위

내렸다.

쉼터와 들마루·휴(休) 카페 등을 운영한
것과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2018 내성천

봉화군과 봉화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둥둥콘서트’가 신선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축제기간 중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수는
25만5천여 명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123억여 원에 달해 지역경제 효자노릇을

좋은 점은 더 다양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톡톡히 해냈다.

냉정한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내년에는
더 알차고 신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올해 은어축제는 주요 체험프로그램인

부상 (천원)
시상금
상사업비
19,700 116,000

내용
축제관광부문대상
제안제도 운영 군부 장려
글로벌 인적교류
저변확대 기여 지자체
관광인프라 부문
2등급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장려
2등급
문화관광 혁신진흥정책
우승
최우수
치수사업평가 우수
우수
저탄소생활 실천에
기여한 우수 시군 표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평가 우수상

1,000

10,000
5,000 100,000
2,000

6,000

700
5,000
2,500
1,500
1,000
1,000

▶ 공모사업

봉화은어축제, 25만여명 방문 ‘경제효과 123억’

약속했다.

주관기관

계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9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사업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물야면)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명호면)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석포면 석포리)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봉화읍 유곡1리)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봉화읍 석평2리)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석포면 승부리)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산면 갈산리)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심가로등 사업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청년 생활체육교사 배치사업)
2019공공디자인 사업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내용

부상 (천원)
시상금
상사업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한수원 밀알복지재단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21,379,000
29,800
24,000
100,000
14,200
1,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500,000
142,000
300,000
1,000,000
3,128,000

행정안전부

공모

141,000

공모
공모

▶ 마을 & 단체
평가(대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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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계
2018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관기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부상 (천원)
시상금
상사업비
1,000
1,000

11

10대 핵심사업 │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❶ 태양광 발전사업
❷ 도시재생사업
❸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❹ 청량산 관광자원화 사업
❺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
❻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❼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조성
❽ 한약재 산업화 거점센터 조성
❾ 분천 산타마을 조성
❿ 수목원 주변개발사업

대
핵심사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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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이루겠습니다!

군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주민 직접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발전(임야형 100kw)
추진방법 │ 기업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 100kw 분할, 60% 이상 지역주민에게 선 분양 유도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안정적인 소득 유도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
•위
치 : 군 관내
•사업기간 : 2019년 ~
•사 업 량 : 3 ~ 5MW
•펀드조성 : 60 ~ 100억원 정도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확정 (국공유 건물 및 주차장 등)
- 고배당 주민참여 크라우드 펀드 조성
│펀드형 태양광 (국공유지)│

추진방법 │ 봉화군에서 태양광산업단지 조성 후 전원주택단지와 연계, 귀농·귀촌인 우선 분양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과 확실한 노후보장

군민 직접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임야형 100kw)
펀드형 태양광발전 (주민 100%)
추진방법 │ 국공유지 내 태양광 시설 조성 후 고배당 주민참여 클라우드 펀드 조성
기대효과 │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유도

•위
치 : 봉화읍 도촌·화천리
•사 업 량 : 군민 분양 34MW (339세대)
•사업내용 : 군 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방법 │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연구 및 관광단지화하고 관련기업 적극 유치
기대효과 │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복합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추진방법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일부 또는 농업시설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군에서 규제완화, 인허가, 은행대출 등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 지속적인 소득창출로 농외소득 제고 및 노후보장
│영농복합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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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재생사업으로

미래형 도시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16

내성지구(꼬부랑산)
개발사업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 (꼬부랑산)
•사업기간 : 2018년 9월 ~ 2022년 9월 (4년간)
•사 업 량 : A = 92,049㎡ (구역내 90,655㎡ 구역밖 1,394㎡)
•사 업 비 : 267억원정도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봉화복합힐링파크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일원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6월
•사 업 량 : A = 176,193㎡
•사 업 비 : 415억원 (국비 33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360억원, 기타(민자) 5억원)
•사업내용
- 문화시설 : 도심숲공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체험장 등
- 체육시설 : 드론교육 및 체험장, 다목적운동장, 캠핑장, 글램핑장 등
- 부대시설 : 주차장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등 공모예정)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일원
•사 업 비 : 160억 정도 (국비 60%, 지방비 40%)
•사업내용
- 쇠퇴 구도심정비 및 중심도로 선형재생
- 전통시장 활용 원도심 골목경제 재생 및 시장 활성화 등
※ 2019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예정
•추진경과
- 2019년 01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19년 10월 :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 2019년 12월 : 공모사업 심의 및 사업 확정
- 2020년 03월 : 사업시행

신시장 ~ 구시장
내성천 연결 교량 건립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일원 (구시장 ~ 신시장 사이)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12월
•사 업 량 : 교량가설 1식 (스윙교)
•사 업 비 : 13억원 (군비 100%)
•사업내용 : 교량설치 L =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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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위
치 : 봉화군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 2028년 (10년간)
•사 업 량 : 100개 마을 (50호/마을), 5,000호
•사 업 비 : 1조 5천억원 (조성비 5천억원, 민자 1조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 토목, 통신, 전기, 상하수도
공사 등 기반조성
•추진방향
- 귀농·귀촌인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 복지시설을 두루 갖춘 전원생활 특구로 조성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 가구당 100kw
분양권한 부여 및 버섯배재사 등 영농복합 태양광 발전소 분양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2019년 추진)

•위
치 : 2개소 (석포면, 물야면)
•사업규모 : 86가구 정도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
•사업내용 : 토목, 상·하수도 공사 등 전원마을 기반 조성

▲ 석포면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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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량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오감만족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산림루지 조성사업

•위
치 : 명호면 청량산 주변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사 업 량 : 트랙 1.0km ~ 2.0km
•사 업 비 : 185억원 (국비 35, 지방비 50, 기타 100)
•사업내용 : 루지트랙, 리프트, 상하부 승강장, 기타 부대시설 등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

•위
치 : 명호면 청량산 주변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사 업 비 : 330억원 (지방비 30억, 민자 300억)
•주요사업 : 낙동강 횡단 모험의 다리 조성 (Adventure Waving Bridge)
- 모험의 다리 700m (세계 최장·최고의 낙동강 횡단 출렁다리),
브릿지광장, 특산품 판매장, 전망휴식터, 산책로 등)
- 낙동강시발점 상징공원 조성 5,458㎡

청량산 국제적 MTB 코스개발
•위
치 : 명호면 청량산 주변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사 업 량 : 청량산 MTB 코스 개발 1식
•사 업 비 : 50억원
•사업내용 : 신규개설 10km, 기개설 임도 정비 35km

국제 청량산 MTB 대회 개최(연계사업)
•위
치 : 명호면 청량산도립공원 주변
•사업기간 : 2021년 예정
•사 업 량 : 국제 청량산 MTB대회 개최 1식
•사 업 비 : 1.5억원
•사업내용 : 청량산 MTB코스 개발을 통한
국제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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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책임 지겠습니다!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 유치

22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4년간)
•사 업 량 : 부지면적 33,000㎡, 연면적 10,000㎡
(노인돌봄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사 업 비 : 15,000백만원 (군비 20%, 민자 80%)
※ 부지비용 3,000백만원, 시설비용 12,000백만원
•사업내용 : 노인전용 복합부대시설 조성(각종 레저·스포츠 등
휴양시설, 노인병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
•추진일정
- 2019년∼2020년 :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사업자 공모
·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홍보팀 구성 및 유치활동 전개
·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TF팀 구성
- 2021년 : 실시설계
- 2022년 :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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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으로

한-베 교류의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베트남 리황조의 후손 유적(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이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직계 종손이 거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축하영상과
2018년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리황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음’을 소개

충효당 역사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본마길
•지정사항 : 문화재자료 제466호
•축조시대 및 분류 : 조선중기 건립 (1750년경)
- 임진왜란 때 19세의 나이로 문경진중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장발을
기리기 위해 1750년경 건립

사업개요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충효당 일원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간)
•사 업 비 : 294억원 (국비)
•사업내용 : 베트남역사공원, 한·베트남기념로, 베트남마을 조성
•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외교부, 통일부
•주요시설 : 베트남역사관, 베트남문화원, 베트남 전통가옥, 숙박·체험·교육시설, 베트남거리 등
•추진경과
- 2017년 11월 : 대통령 2017 호찌민 - 경주엑스포 개막식 축전에 이용상 언급
- 2018년 1월 : 베트남 대사 봉화군 및 경상북도 방문 (봉화군수, 도지사 면담)
- 2018년 4월 29일 ~ 5월 2일 : 봉화군 관계자 베트남 방문 (박닌성과 뜨선시)
- 2018년 10월 18일 : 베트남타운 기본구상 용역 완료 (경상북도, 봉화군)
- 2018년 11월 2일 : 베트남 방문 (박닌성 뜨선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 2019년 1월 : 충효당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건의
- 2019년 하반기 : 봉화군-뜨선시 자매결연 체결
- 2020년 ~ 2024년까지 : 사업착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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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
•사 업 비 : 약 420억원 (국비)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년간)
•사업면적 : 대지면적 440,000㎡, 연면적 12,150㎡
•시 행 처 : 문화재청
•주요시설 : 수리재료보관시설, 목재건조·시험실, 전시·체험시설 등
- 2019년 국비 2억원 확보 (기본조사 및 설계 공모)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77,644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784백만원,
취업유발효과 497명, 고용유발효과 356명
(단위 : 백만원, 명)

전국

경북

파급효과
대상금액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33,583

77,644

24,784

497

356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46,512

15,280

349

59.9%

61.7%

70.3%

기존 시설과의 차별성
구 분

문화재용
목재건조·공급

문화재 부재
보관·전시

26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기존 시설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건조와 보관
및 공급을 위한 전문시설
•국가관리
•목재건조 기술연구 및 전문가
양성 가능

•일반용 목재(한옥, 목조주택 등)
공급시설 위주
•민간운영 주도
•특정 민간사업자 독점

•부재 보관 및 기법연구
•향후 부재보관 수요 충족가능
•지리적 장점
•수리재료와 고부재 보관 연계 교육 가능
•경상·전라 등 남부권 발생 부재 보관 용이

•부재보관 연구
•여유 공간 부족
(2021년 포화 예정)
•접근성 등 지리적 한계
•수도권·강원권 발생 부재 보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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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한약재 산업화 거점센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등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년간)
•사 업 비 : 185억원 (국 93, 도 46, 시·군 46)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봉화군
•사업내용 : 한약재 표준화 연구센터(유전적 표준화),
한약재 산업화 연구·지원,우수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등

한약재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
① 효율적인 한약재의 규격기준 설정 및 효능 검증
•식물조직배양법(체세포 복제)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표준화된 소재 연구
•종묘·종근·종자 검증 및 표준화, 한약재품질 표준화 및 안정성 검증
•의료용 한약재에 대한 우수한약재 국가 품질 인증제도 발굴 자료 구축
•한약재의 구성성분 fingerprinting 분석법 확립(유효성분 차이 등 감별)
② 의료용 한약재 산업화 연구ㆍ지원
•천연물 식의약품(천연물신약, 건강기능식품, 한방화장품 등)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의료용 한약
재 제품화 기술 개발
•의료용 한약재 소재의 생산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산·연·관 협력을 통한 기업체의 의료용 한약재 양산화 지원 시스템 마련

최적의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① 의료용 한약재 광역재배 단지 조성 (5개 지역, 100ha)
•식물조직배양법을 이용한 유전적 표준화 소재의 증식 재배단지 필요
•의료용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우수 한약재 공급 확대
② 의료용 한약재 재배기준 마련 및 한약재 시범생산
•지역 기후 적응성에 따른 지역별 생산 및 표준화 한계 발생
→ 고랭지 의료용 한약재 표준화를 위한 최적 생산지 필요
•한의약 소재의 실제 지역별 재배환경 구현으로 재배 DB 축적
③ 식물조직배양법을 통한 균질·표준화된 Green 한약재 생산
•주요 Target : 다수요 한약재, 수입대체 한약재 등
•체세포 복제로 표준화 한약재 증식ㆍ재배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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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분천 산타마을 조성으로

세계 속 겨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 개발구상
•위치 : 1단계 (분천 산타마을)
•면적 : 65,000㎡

2단계 사업 개발구상
•위치 : 2단계 (신규부지)
•면적 : 47,000㎡

3단계 사업 개발구상
•위치 : 3단계 (신규부지)
•면적 : 418,300㎡

•내용
- 분천 산타마을 : 조경 및 포토존 등 리모델링
- 인접마을 (분천2리) : 산타테마문화마을로 개선사업 진행
•시기 : 2019년
•사업화방안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 산타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산타종합공간
- 산타의 집(랜드마크), 옹달샘 물놀이장, 북유럽 테마레스토랑 등
•시기 : 2019년 ~ 2021년
•사업화방안
-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투자유치

•내용
-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림휴양 및 문화복지공간
-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거생활 및 지역특산품 판매, 전시, 체험공간
•시기 : 2022년 이후
•사업화방안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귀농귀촌 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벽면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작품 전시 및 산타이야기 연계, 작가와 함께 하는 마을 도슨트 프로
그램 등 운영

▶ 기존의 1단계 부지와 자연스러운 연계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타종합공간으로 중점 조성
▶ 산타가 선물한 축복받은 공간인 ‘THE PRESENT’를 기준으로 산타의 집, 요정마을, 북유럽형
테마레스토랑, 루돌프 미니기차 등 도입

▶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숲속도서관, 예술창작공간 등의 문화복지공간 조성
▶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역특산품 판매, 전시, 체험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공간으로 운영

총 사업비(1~3단계) :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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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목원 주변개발사업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수목원 리조트 유치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4년간)
•사 업 량 : 리조트 & 관련시설 1식
•사 업 비 : 약 500억원 (도 25, 군 25, 민자 450)
•사업내용 : 컨벤션센터, 콘도, 관리사무소, 글램핑, 기타편의시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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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 (문수산, 옥석산 일대)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
•사 업 비 : 2,200억원 (국비 100%)
•사업규모 : 5,179ha (중점시설지역 206ha, 산림보전지역 4,973ha)
•직원현황 : 175명
•관광객수 : 333,609명 (2016. 9. 2. ~ 2018년 10월말)
•주요시설 : 연구 및 관리동 21동, 전시원 27개소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개발

•위
치 : 춘양면 서벽리 일원 (52,000㎡)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3년간)
•사 업 량 : 부지조성(구획정리) 1식
인프라시설(토목, 통신, 전기, 상·하수도) 1식
•사 업 비 : 52억원 / 부지매입비 별도 (40억원 정도)
•기타사항 : 부지조성 후 분양을 통한 민자 유치

먹거리광장 조성

•위

치 : 춘양면 서벽리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10억원
•사업내용 : 먹거리광장 조성 지원 등 기반시설 조성, 환경정비, 음식
부스 설치, 음식개발 및 서비스 교육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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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부자농촌 건설
나눔과 행복의 복지공동체 조성

분야별 추진사업
대한민국 문화관광 특구 발판 마련
안전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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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분/ 야

꿈이 있는 부자농촌 건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친환경 고소득 한우 명품화 조성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 4,500건, 6.9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5,084건, 5.5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420명, 0.63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100명, 베트남 하남성

■작지만 깨끗한 축산기반 조성
•한우농가 톱밥지원 등 5개 사업 : 5.68억원
■봉화 한약우 대도시 홍보 : 2억원, 수도권 지역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 : 10.2억원
■IOT 기반 스마트축산 Live Care 시스템 도입
•1,200두, 26.4억원, 경구투여 바이오캡슐 구입비 지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식(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신축), 15억원
■AI 구제역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드론방제단 운영 등

농업재해 대응 농작물 경쟁력 제고
■농작물 보험 보험료 지원 : 1,400ha, 1500호, 111억원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 : 2.92억원
■농약안전 보관함 지원 : 1.5억원
■쌀 생산조정제 및 직불제 사업 추진
•쌀소득보전직불제 2,912ha/29.12억원
밭농업 직불제 3,000ha, 15억원

생산성 향상 농기계 임대·공급 사업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 봉성(농업기술센터), 춘양, 명호
■전담부서 신설 16명(봉성-농업기술센터 8, 춘양 4, 명호 4)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

❶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❷ 농기계임대사업소
❸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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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 8개소, 1.6억원
■돌발병해충 예찰 및 트랩 보급 : 250ha, 1.43억원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 2ha, 0.5억원
■플라즈마기술 이용 신선저장 시범 : 100대, 2.4억원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 40대, 4억원
■과수 수정벌 디스펜서 결실향상 시범 : 250ha, 1.2억원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구축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32개 품목, 10억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 특화작목 생산단체, 7.2억원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 12억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 5.4억원
■봉화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6개 품목, 100억원,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80% 이내 지원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춘양면 서벽리, 30억원, 전시판매장·농가레스토랑, 가공작업장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수출경쟁력제고사업 : 1.4억원, 착색봉지, 상자, 파레트 등 지원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 : 1.4억원, 품질관리시설, 농가교육 등
■수출물류비 지원 : 820톤, 1.91억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억원, 3년간 수출실적 단체

❶ 드론 방제단 운영
❷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❸ 봉화사과 대만 첫 수출

37

분야별 추진사업 │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이상기후 대비 원예·특용 작물 생산기반 구축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 200동, 2억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 120공, 9.6억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 200ha, 10억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 3,000ha, 15억원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 : 15ha, 33억원

■대 상 : 햇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50개소 (10개 읍면)
■사업비 : 47억원 (용배수로 설치, 소형관정개발, 용수개발 등)
※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2020년까지, 35억원 (상운면 신라리)
- 저수지 신설 (L=93m, H=21m, 총저수용량 53천톤)
※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2019 ~ 2025년, 204억원 (춘양면 서벽리)
- 소규모 저수지 (L=160m, H=47m)

새소득 작목 발굴 및 특화작목 육성
■신성장동력 확충 새소득 작목 육성
•8동, 11.4억원, 새송이·팽이·느타리 등,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
■버섯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사업비 : 20 ~ 30억
•대 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내 용 : 버섯종균, 배지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20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수박선별시설 및 작업장 :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 1,086백만원
■유기질퇴비재료 지원 : 30천톤, 1,200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 30천톤, 2,480백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 250백만원

행복하고 안정적인 전원생활 지원
■정착장려금지원 : 60가구, 2.88억원
■정착지원사업 : 7가구, 0.35억원
■이사비용지원 : 100가구, 1억원
■빈집수리비지원 : 10가구, 0.38억원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
■전문농업인재(농민사관학교) 양성 : 2개 과정 100명, 0.66억원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 : 1,880명, 0.42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5명, 0.4억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 1개소, 1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❶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❷ 새소득 작목 발굴 (노루궁뎅이버섯)
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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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2개소 80억원
•기
간 : 2019년 ~ 2021년
•위
치 : 봉화읍 유곡리, 물야면 오록리
•주요내용 : 다목적복지회관, 중심지 가로경관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 : 4개소 25억원
•닭실마을(10억), 석평2리(5억), 승부리(5억), 재산 갈산리(5억)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사업 : 70동 (신축 2억원, 증축 1억원 이내 융자, 연리 2%)
■빈집정비사업 : 60가구, 60백만원 (가구당 1백만원 보조)
■빈집 슬레이트 철거사업 : 100동, 380백만원
■경상북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 동당 40백만원 (도비 50%, 군비 50%)

❶ 신라지구 농업용수 사업 위치도
❷ 비나리귀농학교 수료식
❸ 농민사관학교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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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분/ 야

나눔과 행복의 복지 공동체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

여가를 즐기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920명, 9.2억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130명, 0.82억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 10개 단체, 1.24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체계화
•경로당 운영지원 : 255개소, 15.1억원
•경로당 신축 : 2개소, 2억원
•환경개선 : 100개소, 2억원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8.2억원(이랜드복지재단 위탁)
•평생교육, 건강증진 기능 회복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1,407명, 39억원
•기초연금 지급 : 9,300명, 27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 6개소, 19억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 10명, 2억원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 1.2억원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 30명, 5억원
•시장진입형 10명, 사회서비스형 20명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장애인활동 및 일자리 지원, 재활치료, 연금 및 수당 : 28억원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 5개소, 8.3억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지원 : 1개소, 3.1억원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 1.63억원
•취약계층 집수리, 밑반찬, 물품지원 등 민간봉사단체 지원연계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육성지원, 행복정미소 운영 등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추진 : 0.43억원
❶ 목재문화체험장 보훈행사
❷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강화

❸ 자원봉사자대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활성화 : 2개 권역 8개면, 0.84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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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성장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 384명, 12억원
■가정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305명, 6.1억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0.94억원), 월동생계비(0.12억원)
■아동수당 지원 : 928명(만0~5세까지), 11억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 293명, 2.92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 4개소, 4.4억원
■아동발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체·건강분야(건강검진, 밑반찬 제공 등) 등 4개 분야 1.1억원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2.16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0.85억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유관기관 지원 : 4개사업, 0.29억원

❶ 노인복지관 운영
❷ 석포 행복 지역아동센터 준공식
❸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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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능력 개발

통합건강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환경 조성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선정 (2017년 ~ 2020년)
■여성문화회관 및 원거리 취미교실 운영 : 500명, 0.99억원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 10개 읍면, 0.1억원
■여성대학 운영 : 240명, 7백만원
■여성사업 평가대회 개최 : 1회, 0.1억원
■관내 지역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 10명, 0.1억원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건강증진프로그램, 어린이영양교육, 비만예방 교육 등
7개 사업, 0.87억원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6개 사업 : 1.34억원

의료취약계층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임신 출산 육아 예방접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출산육아지원금 : 850명, 17.8억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 400명, 1.4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30명, 0.48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 4,750명, 1.7억원
■고위험군 예방접종 : 10,200명, 1.8억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307명, 0.3억원

❶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독거어르신 안부살피기 등
6개사업, 0.39억원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영양교육, 고혈압·당뇨병 자조교실
운영 등 5개사업, 0.22억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4개사업, 2.72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치매환자 쉼터 운영 등 1.87억원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인지강화 프로그램,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등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 지역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위 치 : 춘양면 서벽리 일원
■기 간 : 2016년 ~ 2021년
■사업비 : 274억원
■시 설 : 운영센터 및 산림생태체험관, 청소년 및 가족생활관 등
※ 2019년 – 건립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여성가족부)

❶ 보건소 금연클리닉 ‘나도 요리왕’ 요리교실

❷ 저출산 극복 캠페인

❷ 생달경로당 단오행사 및 방문보건사업 연계

❸ 치매안심센터 운영

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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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분/야

대한민국 문화관광 특구 발판 마련

대한민국 대표 우수축제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사업

■제21회 봉화은어축제 : 2019년 7월 27일(토) ~ 8월 4일(일) 9일간
※ 2018년 25만명 125억원 파급효과,
문화관광체육부 5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 선정
■제23회 봉화송이축제 : 2019년 9월 27일(금) ~ 30일(월) 4일간
※ 2018년 19만명 195억원 파급효과,
2008년 ~ 2009년 대한민국 유망축제

■기
간 : 2018년 ~ 2020년
■위
치 : 법전면 눌산1리 아람 ~ 명호댐(10km)
■사 업 비 : 20억원(2019년 8억원)
■주요내용 : 합강나루터 복원, 원시비경 탐방로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 2, 3차분 발주 및 준공

산타마을 운영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

■운영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2월 : 한겨울 산타마을(58일간)
- 2019년 7월 ~ 8월 : 한여름 산타마을(30일간)
■위
치 : 소천면 분천리 일원
■주요내용 : 체험시설(눈썰매장 등), 포토존, 농특산물 판매장 등
※ 민선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겨울왕국 체험랜드 등
인프라 개선 예정

■기
간 : 2018년 ~ 2022년
■위
치 : 봉화읍 유곡리 일원
■사 업 비 : 16.1억원
■주요내용 : 순환탐방로 조성 및 정비(5km), 편의시설 설치 등
※ 2019년 사업 착공 예정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기
간 : 2018년 ~ 2020년
■위
치 : 춘양면 의양리 일원
■사 업 비 : 97.5억원 (2019년 24.2억원)
■주요내용 : 다목적 광장, 목재문화공원,
수목원 첫 걸음길 조성 등
※ 2019년 사업착공 및 2020년 12월 준공 예정
❶ 봉화은어축제
❷ 봉화송이축제

농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❸ 분천 산타마을

■기
간 : 2019년
■위
치 :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사 업 비 : 3억원
■주요내용 : 산타스토리 벽화, 조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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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9년
■위
치 : 소천면 분천리 구비마을
■사 업 비 : 1억원
■주요내용 : 관광객 쉼터, 자전거 30EA 등

산수유마을 마을숲 정비사업
■기
간 : 2019년
■위
치 : 봉성면 동양리 일원
■사 업 비 : 1억원
■주요내용 : 숲 경계석, 원두막 쉼터, 주차장 등

❶ 합강나루터
❷ 청암정
❸ 봉화 띠띠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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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양어린이집 주변 벽화조성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

■기
간 : 2019년
■위
치 : 춘양면 서동길 20 일원 300m
■사 업 비 : 0.3억원
■주요내용 : 지역 자연자원 형상화한 벽화

■기
간 : 2012년 ~ 2019년
■위
치 : 봉성면 외삼리 일원
■사 업 비 : 351억원
■주요내용 :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춘양목체험장 등
※ 2018년 12월 공정률 50% 정도
(2020년 상반기 시설물 개관 예정)

문화재 개발과 보수를 통한 보존 및 관광 자원화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
간 : 2019년까지
•위
치 : 법전면 척곡리, 법전리 일원
•사 업 비 : 37.7억원
•주요내용 : 전통토석담장, 황토길포장 등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
•국비 보조사업 : 23건, 17.1억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 : 11건, 10.2억원
(봉화금씨 군위공 종택 보수정비,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등)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 10건 7.5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❶ 벽화 조성 사업
❷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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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0년 ~ 2020년
■위
치 : 청량산, 낙동강 일원
■사 업 비 : 476억원
■주요내용 :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오토캠핑장,
연계마을자원화등
※ 2020년 총괄 준공 예정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기
간 : 2018년 ~ 2020년
■위
치 :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
■사 업 비 : 50억원 (리모델링 1식)
※ 2019년 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

분천 산타마을 경관 숲 조성사업
■기
간 : 2018년 ~ 2020년
■위
치 : 분천터널 ~ 자마리 IC 주변 외
■사 업 비 : 15억원
■주요내용 : 산타마을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및 경관 숲 조성
※ 2018년 (5억원), 2019년 ~ 2020년 (균특예산 신청 예정)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기
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9월 20일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산4-7번지 일원
■사 업 량 : 국민체육센터 1동(지하1층, 지상2층) 4,934.51㎡
■사 업 비 : 15,987백만원(국3,300, 군12,687)
■주요시설 : 복합형 체육관(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

❶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
❷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❸ 봉화국민체육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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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분/야

안전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

■공공근로사업 : 60명 정도, 3.36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16명 정도, 0.92억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8명 정도, 1.62억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 3명, 0.97억원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단 운영 : 연중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 2개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200명, 3억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지원(LH공사시행)
•기
간 : 2020년까지
•사업비 : 214억원
•사업규모 : 봉화 90, 춘양 100
•주요내용 : 봉화 - 행복주택, 춘양 - 국민임대주택
※ 2019년 1월 공사착공 예정
※ 춘양지구 청년주택 추가 건립사업 : 50세대 추진 중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춘양~수목원 진입도로(국지도88호선) 개량사업 : 433억원
■상운~물야~수목원 진입도로(지방도915) 개량사업 : 702억원
■봉화~봉성~재산도로(지방도918호) 개량사업 : 712억원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지속 건의(중앙 및 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 39개소 117억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조기 추진
→ 총연장 330km, 3조 7천억 소요 / 12개 시군 협력 강화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
•기
간 : 2019년
•사 업 비 : 25억원
•주요내용 : 비가림시설 및 연결통로 교체
■억지춘양시장 주차타워 건립
•기
간 : 2019년 ~ 2020년
•사 업 비 : 31억원
•주요내용 : 공영 주차타워 건립 (2층 3단)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기
간 : 2019년까지
•사업비 : 76억원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192-1번지 일원
•주요내용 : 상우회관, 문화공연장, 난전 등

봉화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사업
❶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❷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❸ 억지춘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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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621-3 등 일원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사 업 비 : 1,800백만원 (부지 700, 기반 1,100)
■사 업 량 : 부지 15,245㎥, 도로 4,712㎡
■주요내용 :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 진입도로 조성공사
※ 2021. 12월말. 봉화소방서 준공 (영주소방서 건축 시행)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봉화댐 건립
■위
치 : 춘양면 애당리 (월노천 일원)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8년)
■사 업 비 : 496.98억원
■사 업 량 : 총저수용량 4.36백만㎥
■사업내용 : 용수공급 1.85백만㎥/년, 홍수조절 3.35백만㎥
※ 2019년 : 입찰공고, 보상추진, 실시계획 고시, 공사착수 등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 24개소 69억원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 골래 소하천 정비공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66.6억원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L=6.7km)
■지방하천 정비사업 : 10개소 14.6억원
•행계천 정비공사 외 9개소(L=1.7m)

❶ 공공임대주택 (봉화)
❷ 봉화댐
❸ 경북도 치수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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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도시계획도로사업
•기
간 : 2019년
•위
치 : 삼계 군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등 11개소
•사 업 비 : 70억원
•주요내용 : 도로개설 및 보도설치 L = 1,920m
■도시토목사업
•기
간 : 2019년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적덕리 일원
•사 업 비 : 15.3억원
•주요내용 : 읍내 소재지정비 및 도로개설 L = 1,150m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기
간 : 2018년 ~ 2020년
•위
치 : 춘양면 석현리 일원
•사 업 비 : 24억원 / 2019년 8억원
•주요내용 : 도로개설 L = 300m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
간 : 2020년까지
•위
치 :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
•사 업 비 : 208억원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90㎥/일 1식
※ 2019년 12월 토목, 건축, 기계 등 시설공사 완료 예정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❶ 도시계획도로사업
❷ 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❸ 금봉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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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기
간 : 2019년까지
•위
치 : 재산 ~ 명호면 일원
•사 업 비 : 170억원
•주요내용 : 취정수장 확장, 송배수관로 신설 등
※ 2019년 55억원 (비나리마을 상수관로 설치 등)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기
간 : 2019년 ~ 2021년
•위
치 : 춘양면 서원촌길 2-55일원 / 춘양정수장
•사 업 비 : 57.4억원
•사 업 량 : 정수장 개량 (Q = 2,000㎥/일)
※ 2019년 8.6억원 (사전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
•위
치 : 봉성면 금봉리외 5개소, 정수장 6개소
•사 업 비 : 18.5억원
•주요내용 : 관로확장 L = 10.5km 등

친환경 녹색생활 조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1.04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103동 4.75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 10톤/일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 : 35톤/일

산림문화 복지시설 확충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
간 : 2019년 ~ 2022년
•위
치 : 봉성면 우곡리 산48-1 일원
•사 업 비 : 80억원
•주요내용 : 산림휴양관, 산림치유, 레포츠시설 등
※ 2019년 3.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기
간 : 2019년까지
•위
치 : 봉성면 우곡리 산48-1 일원
•사 업 비 : 94억원
•주요내용 :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캠핑장 등
※ 2019년 6. 조성공사 완료 예정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
•기
간 : 2019년 ~ 2020년
•위
치 : 옥돌봉 ~ 문수산 ~ 갈방산 ~ 만리산
•사 업 비 : 23.6억원
•주요내용 : 107km (마루금 등산로 45km 등)
※ 2019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사업착수

❶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감도
❷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❸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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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사업
풍요로움과 행복,
희망찬 내일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봉화를 가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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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농
업
생산성 증대

농 업 유 통
구 조 개 선

농 업 기 반
인프라확충

인구유입활성화

▶ 문화관광·체육 분야
미래 스마트 농업기반 조성 • 10억원
봉화사과 전국 최고명품 브랜드 육성 • 561.4억원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 • 87억원
농업보조금 확대 및 공정한 지원 시스템 구축 • 1억원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 1.6억원
유해조수 퇴치 시스템 구축 • 15.47억원
기업형 외지 축산 유입억제 및 민원발생 축사 이전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 • 50억원
대규모 농산물 종합처리 산지유통센터 건립 • 50억원
봉화 한약우 프랜차이즈 대도시 홍보 • 2.9억원
수박 선별, 포장 유통센터 건립 • 10억원
농협출자법인 경영개선 추진 • 35억원
약초(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20억원
산채 클러스터 조성 • 10억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재산면) • 15억원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목 육성 • 28억원
논·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추진 • 55.3억원
봉화 테마 전원 주택단지 조성 • 1조 5천억원
귀농귀촌 민원센터 운영

떳 떳 하 고
당
당
한
장애인복지

두 루 두 루
행
복
한
맞 춤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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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주변 리조트 유치 • 500억원
청량산 MTB 코스 개발 (명호면) • 25억원

문
화
관 광 자 원
개
발

노인돌봄 주택사업 확대 (양로시설 신축) • 50억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 1.7억원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지정) 확대 • 6.3억원
노인정 실버카(보행보조기) 배치 • 1.9억원
노인체육시설 국제 규격화 시설 확충 (파크골프, 게이트볼) • 14.45억원
만수무강 노인정 만들기 사업 (공기청정기 지원) • 5.77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 • 6.4억원
전원형 친환경 실버산업 유치 (노인실버타운 조성) • 150억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 • 10억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지원 • 8.68억원
봉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군수 직속 장애인 지원 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중증장애인 돌봄센터 등) • 23.18억원
장애인 콜 택시 서비스 운영 • 2.35억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확충 • 8억원
미세먼지 안심교실 만들기 사업 • 50대 (공기청정기), 20개소 (공기정화시설 등)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방과후 학교, 교육비 지원) • 47.1억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아동돌봄) • 29.86억원
우리아이들 밥과 교육사업 (급식비 지원) • 31.92억원
평생학습 평생교육 도시 육성 (100개 동아리) • 21억원
내성천 마노아를 위한 행복놀이터 사업 (마당에서 노는 아이) • 6억원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비 지원 • 8.83억원
여성지킴이 가로등 설치 • 5.99억원
다문화가정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26.9억원
근로자 복지센터 (석포면) • 7억원

제1회 국제 청량산 MTB대회 개최 • 1.5억원
청량산 테마형 관광 트레킹코스 개발 • 5억원
분천 산타마을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 • 150억원
오전약수탕 관광지구 개발 • 11.5억원
봉성 돼지숯불 먹거리 조성 • 1.55억원
다목적 종합 체육시설 조성 (봉화읍) • 212억원

군 민 건 강
증
진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물야면) • 18억원
봉화 다목적 동호인 야구장 설치 • 1억원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 (석포면) • 25억원
군민체육인 육성 지원 확대 • 1.63억원

▶ 지역개발 분야
사 통 팔 달
교통망 구축

▶ 복지 분야

안락한 노후가
보 장 되 는
노 인 복 지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개발 • 92억

춘양~수목원 진입도로(국지도88호) 개량사업 • 433억원
예고개~물야~수목원도로(지방도915호) 개량사업 • 702억원
봉화~봉성~재산도로(지방도918호) 개량사업 • 712억원
군민 참여 농촌형 재생에너지 보급 • 2,000억원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 4억원
춘양시장 주차장 확충 • 31.28억원
애당, 석현, 도심, 서벽 먹거리 광장 조성 (춘양면) • 10억원
내성천 신시장과 구시장 연결 교량 건립 (봉화읍) • 13억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 4억원
빗물 저장고 보급 지원 (가뭄대비) • 20억원
신도시 조성 (꼬부랑산) • 272억원
주민과 영풍제련소 상생협의체 상설 운영

안 전 하 고
쾌
적
한
지 역 기 반
구
축

영풍제련소 환경감시 강화 • 3.87억원
석포면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22.27억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 420억원
오록 소재지 주차장 확보 (물야면) • 30억원
봉화댐 조기건설 • 496.98억원
상수도 전가구 공급망 구축 (춘양면) • 191.69억원
수목원~의양리 간 하수관거 설치 (서벽, 도심, 애당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 106.93억원

▶ 일반행정 분야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현

공사 및 관급자재 평가제도 마련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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