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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징물

상징마크 
군기의 문양과 우리군을 상징하는 시각언어로 사용하는 이 상징마크는 

청정자연과 선비정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청색의 물레방아는 연암 박지원 

선생에 의해 국내 최초로 실용화된 물레방아 고을의 역사성과 전통을 

의미하고, 갓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녹색의 산은 청정 자연의 수려한 

경관을 나타낸다.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바탕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미래 

발전을 향해 노력하는 군민의 역동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
“물레방아 골 함양”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함양군에서 처음 물레방아를 

실용화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의미로 슬로건으로 구호화 하였다.

브랜드 캐릭터(물레동자와 신비)
청정휴양도시의 대표 브랜드 물레방아 골 함양의 비전과 특성을 살려 

물레방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 생명의 흙과 신비한 약초를 

상징하는 캐릭터 “물레동자와 신비”로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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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郡花) : 철쭉
지정년월일 : 1982. 2. 15

지 정 사 유 : 정열적인 미색과 풍요한 화세에 협동의 역량을 과시하며, 개척의 꿈을 일깨운다.

                 꽃말은 사랑의 기쁨.

군목(郡木) : 느티나무
지정년월일 : 1982. 2. 15

지 정 사 유 : 수형이 아름답고 웅장하며, 병충해에 강하여 옛부터 정자목으로 심어져 왔다.

                 그 고고성과 장수성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군조(郡鳥) : 소쩍새
지정년월일 : 2000. 6. 30

지 정 사 유 : 우리민족과 더불어 생활해 왔으며, 시나 전설의 소재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 소쩍새 울음 소리로 그 해의 풍.흉년을 점치기도 하였다. 

                 특히 함양에서 연중 서식하고 있으며, 밤마다 소쩍새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군수(郡獸) : 반달곰
지정년월일 : 1982. 2. 15

지 정 사 유 : 단군신화의 전설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함양의 지리산에 서식하며, 품성이 온순하고 만인에게 호감을 주는 동물이다.

Hamyang-gun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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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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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엑스포 기반시설 구축

▶ 항노화산업육성  

▶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 특화산업의 유치 육성

2020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도시

▶ 항노화의 중심도시

▶ 군민 삶의 가치 증진

▶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

▶ 지역인프라 확장 및 개선

사통팔달의

군민행복도시

▶ 항노화 관광거점 개발

▶ 함양전통문화의 계승

▶ 자연자원의 전략적 개발

▶ 힐링 관광 확충

항노화 웰니스

관광 도시

▶ 농산물 가치 증대 

▶ 지역생산물 경쟁력 강화

▶ 미래 농촌 기반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6차

산업화 선두도시

항노화 농업

항노화 관광

항노화 산업

산양삼 재배단지 확대(1,000ha, 1,000농가), 기능성작물 생산단지 조성

항노화 기능성작물 6차산업화, 프리미엄브랜드 구축 및 등급화

산삼 휴양밸리 조성, 상림공원주변 키드피아, 힐빙단지 조성

지리산 관광개발(케이블카)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 항노화 R&D복합센터 유치

항노화 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정책과제정책목표

함양의 비전 :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

Vision Ham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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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 725 ㎢

구 분
농 경 지

임 야 대 지
기 타

(공장,도로 등)
전 답

면적(㎢) 34.6 68.9 564.4 7.3 49.8

비율(%) 4.8 9.5 78.0 1.0 6.7

: 19,598세대 40,241명

: 1읍 10면, 103개리, 259개 마을

: 2실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

: 596명

■세대/인구

 

■ 행 정 구 역

 

■ 행 정 기 구

 

■ 공 무 원 수 마천면

휴천면

함양읍

병곡면

백전면
지곡면

서하면

서상면

안의면

수동면

유림면

일반현황

Ⅰ.  기본현황

일반현황 및 
2017년 예산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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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초대비 8.2% 증가

재정자립도 6.62%

부채없음, 재정자주도 53.89% 

■ 예산액 : 3,789억원

2017년 예산현황

1회 추경 4,000억원 군정 돌파

세입예산 세출예산 (억원, %)

지방세
139(3.7%)

세외수입
131(3.5%)

지방교부세
1,547(40.8%)

조정교부금
121(3.2%)

보조금
1,348(35.6%)

보존수입
503(13.2%)

사회복지·보건
691(18.2%)

농림축산
915(24.2%)

산업·중소기업
194(5.1%)

문화관광
233(6.2%)

예비비
224(5.9%)

공공기타
869(22.9%)

지역개발
환경관리

663(17.5%)

Watermill Village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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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현황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기타]

● 지역발전사업 2015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역발전위

● 함양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우수특구 지정 /국무총리

● 물놀이 안전관리 최우수 /국무총리

● 2016 대규모통계조사 우수기관 /기획재정부

● 친환경비료공급 우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 최우수 /보건복지부

● 2016 상수도사업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전국 최우수 /환경부

● 2016 을지연습 비상대비 훈련 평가 최우수 /국민안전처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선정 /문화재청

● 2016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우수 /농촌진흥청

● 2016 농촌자원 6차산업 성과확산기관 우수 /농촌진흥청

●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 /산림청

● 제20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시책평가 최우수

● 2016 을지연습 비상대비 훈련 평가 장려

● 함양군 직장민방위대 최우수

● 경남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최우수

● 2016년 산림자원분야 평가 최우수

● 2016년 식품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 2016년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 장려

● 2016 경상남도 농촌자원사업 평가 최우수 /경남농업기술원

●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 /경남농업기술원

● 제17회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 경영자 대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2016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농협중앙회

●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상 /국민일보사

● 2016 소비자 평가 국가브랜드 대상(산양삼) /매일경제

● 2016 소비자 평가 No1브랜드대상 

  (No1항노화산업도시 선정) /중앙일보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 기업만족도 1위, 경제활동친화성S등급(대한상공회의소)

수상과 공약사업 
추진 현황

Ⅱ. 2016년 성과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12 



● 제20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시책평가 최우수

● 2016 을지연습 비상대비 훈련 평가 장려

● 함양군 직장민방위대 최우수

● 경남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최우수

● 2016년 산림자원분야 평가 최우수

● 2016년 식품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 2016년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 장려

● 2016 경상남도 농촌자원사업 평가 최우수 /경남농업기술원

●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 /경남농업기술원

● 제17회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 경영자 대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2016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농협중앙회

●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상 /국민일보사

● 2016 소비자 평가 국가브랜드 대상(산양삼) /매일경제

● 2016 소비자 평가 No1브랜드대상 

  (No1항노화산업도시 선정) /중앙일보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 기업만족도 1위, 경제활동친화성S등급(대한상공회의소)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쉬운 투자! 좋은 일자리!

   함양도 한번 잘살아 보세!

꿈과 희망의 함양!

  도와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늘리고 규제는 풀어!

        스마트한 함양!

활력이 넘치고~

    풍류가 흐르는 함양!

10개 사업  
2개 사업 완료

8개 추진 중
8개 사업  

2개 사업 완료

6개 추진 중

7개 사업  
5개 사업 완료

2개 추진 중
11개 사업  

9개 사업 완료

2개 추진 중

군민과의 약속

100% 이행 중

                 완료 18

                 추진중 18
총 36건

Watermill Village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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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

항노화 산업1
Ⅲ. 2017군정 주요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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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도입기

(2014~2015)

● 엑스포 TF 구성
● 기본계획용역

2단계 준비기
(2016~2017)

● 국제행사 신청
● 엑스포 기반조성

3단계 홍보기

(2018)

● 국제행사 승인 및 
● 조직위 출범
● 엑스포장 마무리

4단계 개최기

(2019~2020)

● 엑스포장 조성
● 엑스포 개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1-1

■국제행사 승인 추진
        ● 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 5월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공동 제출 12월

        ● 국제행사 필요성 검토 (산림청) 기재부 2018년 8월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상림공원 일원, 2015~2017년 7,500백만원

        ● 산양삼 주제관

       산삼잎 모양 2층 건물 1,400㎡, 50억원

        ● 산양삼 유통센터 

       산삼 항노화제품 판매장 1,200㎡ 25억원

       2017년 9월 준공 상설운영 시작

■ 행사개요
        ● 기간 : 2020. 9. ~ 10월 중(45일정도)

        ● 장소 : 상림공원 -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일원

        ● 주최 : 산림청, 경상남도

   

■ 단계별 준비계획

Watermill Village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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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연계 사업

2005~2019년, 병곡 광평 원산 598ha 12개 사업 101,730백만원 

기투자 61,479, 2017년 9,600, 2018년 30,651

■완료사업 6개소 21,930백만원

        ● 산림경영모델 숲  81ha 2,485백만원(2009년) 

        ● 마평산촌생태마을  1,200백만원(2009년) 

        ● 산림복합경영단지  53ha 2,000백만원(2014년)  

        ● 산악레포츠 숲길  2,690백만원(2016년) 

        ● 생태숲조성  184ha 8,905백만원(2016년) 

        ● 자연휴양림  31ha 4,952백만원(2017년)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16 



■공사중 6개 79,800백만원 
        ● 산삼휴양밸리  20ha 25,000백만원 2012~2018년, 모노레일 3.9km 등 25,000백만원

                          2017년 준공, 2018년 7월 개장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원산리, 2013~2019년 짚라인, 모험지원센터 27,000백만원

                                     2017년 1,800백만원 건축 착공 2018년 준공

        ● 산림레포츠단지  원산 광평리 2016~2019년 MTB지원센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등,

                             6,000백만원,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 치유의 숲  광평리, 65ha 2013~2017년, 치유센터, 요리체험장 등 5,000백만원

                     2017년 준공, 2018년 7월 운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광평리 20ha 예방관리센터 1,246㎡(지하1 지상2)

                                         치유 - 교육 - 숙박시설 등 7,000백만원 2017년 준공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단지  원산, 광평리, 산삼콤플렉스 센터 1,160㎡ 등 9,800백만원

                                             2017년 4월 착공, 2018년 말 준공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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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지원시설 조성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

   상림 문화예술회관 뒤, 18,521㎡, 8,398백만원 2009~2017년

   기념관 2층, 전시관, 2017년 6월 준공

■선비문화공원 조성 

   상림 21,080㎡, 2015~2019년,  4,000백만원

   전망타워, 연못, 역사문화거리 등 2017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상림주변 관광 개발 

   함양 대덕리 43,888㎡, 2009~2020년 8,000백만원 

   희귀목정원, 후계목 공원 조성, 야생초화원 등 

   2017년 행정절차 이행, 2018년 착공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1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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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산삼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

   상림공원일원, 2018~2020년, 5,000백만원

   지리 덕유 생태 학습관 건립 등 2017년 사업신청

■상림산책로 조성

   상림안내소~죽장마을 1.6km, 생태도로하천 3,600백만원 

   2017년 800백만원 착공, 2019년 완공예정  

■대봉산 하이패스 IC개설 

   병곡 월암삼거리 대구방면, 2016~2019년

   6,400백만원 2017년 착공

■상림 경관단지 조성
        ● 경관작물 재배  8ha, 166백만원, 꽃양귀비, 수레국화, 해바라기 등

        ● 연꽃단지 조성  백련, 홍련, 꽃위주 품종개량 4ha

        ● 위천변 꽃길 조성  고운교~대계교 1.2km 구절초, 금계국 등 50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1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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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항노화 + 농업1-2

■실증시범(채종포)단지 조성

   휴천 월평 산95, 2017~2030년 22ha, 400백만원, 울타리 관수, CCTV 설치

■생육모니터링 지구 조성

   휴천 월평 산95 5ha, 2017~2020년, 20백만원, 미생물제 시범포 조성

   2017~2018년, 30억원, 산양삼 항노화 대표상품 개발, 체험관광 육성

■산림청 소득 공모 산양삼 재배 단지 확대

   생산단지 6개소 2,250백만원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센터 조성

   상림공원 일원 2015~2017년, 1,291백만원,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센터 및 교육장 조성

 

■산양삼 기능성 전략상품 개발 (정부공모 농림부, 산림청, 중기청)

   2017~2019년 2,000백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산양삼 원료 및 융합상품 기능성 등록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0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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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철갑상어 항노화 가공식품 육성
        ● 기능성식품제조 GMP가공 시설  2017~2018년 1,200백만원

        ● 항노화 식품가공업체 기반조성  12개소 1,604백만원

        ● 농식품 신기술보급시범사업소  6개소, 585백만원

        ● 항노화 식품 홍보 마케팅  3회 75백만원

■항노화 약초밸리 조성

   2017~2020년 7,805백만원, 19개사업(1읍면 1약초단지 조성, 약초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

   2017년 430백만원, 옻나무, 오미자, 복분자, 인삼 등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0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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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 산업1-3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

   죽림리 산319번지 228,980㎡ 2016~2019년, 217억원, ㈜인산가, 기능성 식품 제조 등

   2016년 국토부 농림부 예비타당성 승인 

   2017년 5월 실시계획 인가, 6월 부지보상 및 착공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신관리 백천리 740,586㎡ 2010~2019년, 10,600억원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항노화 산업 및 기능성식품 제조업 유치, 2016년 진입도로 개설 완료

■함양일반산업단지 투자 유치
        ● 산업단지  741,102㎡ 조성 준공 2017년 4월말

        ● 초저상전기버스 생산  24,351㎡ (2016년 68대 생산 2017년 192대 생산 예정)

        ● 공업용지 분양  6필지 231,103㎡추진

■농식품 가공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55백만원 

      농식품 가공사업 창업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활성화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2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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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관광1-4

■항노화 체험관 건립 및 운영

   함양읍 교산리 일원 2016~2017년 2,000백만원 항노화체험관 건립 400㎡

   2017년 연세대 실증테스트 배드 운영, 2018년 항노화 체험관 운영

■항노화 웰니스 산업육성

   (주)경남 항노화 웰니스법인 설립 (도, 서북부구권 4개군  각 1억원 출자)

   관공서, 민간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532 항노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500백만원, 공모사업, 여주, 사과, 양파, 도라지 등 마을당 100백만원

   2017년 5개 마을 각 70백만원 지원 

■함양 고산생태 수목원 조성

   병곡 원산 광평 30ha, 2017~2021년 6,000백만원, 암석원, 이끼원, 피톤치드식물원 등

   2017년 타당성 조사 50백만원

■향기나는 특화 숲 조성

   병곡 광평리, 2017~2020년 5,000백만원

   2017년 아카시아나무 조림, 1차년도 20ha

■항노화 전통음식 메케팅 
        ● 함양 산양삼 음식관광 육성 30백만원, 

      산양삼 맛기행, 맛명소 육성

        ● 산양삼 건강 100세 음식지구 조성 23개소  

        ● 안의갈비탕 특화 음식점 조성 10개소 10백만원

        ●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운영 1회 100백만원

■항노화 6차산업화 육성
        ● 산양삼 6차산업화  2017년~2018년, 30억원, 

      산양삼 항노화 대표상품 개발, 체험관광 육성

        ● 하미앙 산머루와인 관광 250백만원, 농촌체험관광운영  

        ● 농촌마을 축제 11개소 132백만원

        ●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1개소 20백만원

        ● 농촌교육농장 육성 10개소 55백만원

        ●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 5개소 5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2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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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로 가는

6차농업 육성2
Ⅲ. 2017군정 주요업무 계획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Center of anti-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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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작목 육성2-1

6차농업육성
군민소득 3만불 달성

600억원
1,000ha

500억원
1,000ha

500억원
50만접

2017년 2018년

● 신규과원 20ha

● 과학영농 고품질화

● 1,774백만원

● 기계화 보급 확대

● 톤백수확확대

● 852백만원

● 시설현대화

● 함양고종시 육성

● 3,314백만원

사과

양파

곶감

Watermill Village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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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수출확대2-2

2017년 1,519백만원 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600만불 

6,000만불 
7,000만불 

8,000만불 

1억 $■농특산물 수출 유통 확대

        ● 해외시장개척  4회 317백만원(신시장개척 중국, 중동, 유럽) 

        ● 미주, 동남아수출전문업체 육성  20개소 지원사업 200백만원,  

        ● 포장재, 선별비 지원  200백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0종 640백만원 

        ● 농산물 유통 세일즈마케팅  499백만원, 

    (쇼핑몰 운영 30백만원, 특판행사 37회 132백만원)

        ● 로컬푸드 매장 운영  산삼골휴게소 상.하행선 2016년 일평균매출 1,600천원, 

       2017년 700백만원 목표 

■APC 산지유통시설 지원
        ● 산지유통시설 보완 사업  5개소

        ● 양파집하선별장 현대화  6,500백만원 

        ● 안의농협 사과선별 기능보강  3,000백만원(2018년)

        ● 주산지 중소 유통시설 지원 규모화  3,375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6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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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확보

■농업타운 조성
   함양읍 이은리 농업기술센터 인근 33,963㎡,  2016~2020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기관  

   2017년 부지 기반조성 2020년 입주 추진

■항노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농업기술센터 내 12,875㎡, 409백만원, 미래농업관, 시험연구관, 꽃 양묘장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 육성
        ●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 내 2,268㎡, 1,200백만원

        ● 유기질 비료 지원  38천톤, 4,378백만원

        ● 기후변화대응 시설 현대화  1,679백만원  

        ● 소득작목 신기술 수박특화 시범사업  11ha, 144백만원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입  500ha, 쌀, 양파, 사과, 딸기, 오미자 등 257백만원
 

■농업지원 사업
        ● 농업직불금  7,067ha, 5,622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1,500호 980백만원(30개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등)

        ● 고품질 함양쌀 지원  1,533백만원(상토, 육묘 등)

        ●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97,000포, 81백만원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30개마을 60백만원(실적 97개마을)

        ● 과학영농 기술지원  81백만원, 

      기초농업 분석, 안전농산물 생산, 원스톱 과학영농서비스

■농기계화 사업 촉진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3개소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농기계 보급 확대 463백만원

        ●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서비스 57백만원

■항노화 미래농업인 교육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 

        ● 함양농업대학 운영 2개과 80명

        ● 최고경영자 과정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조직 운영 

2-3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6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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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활성화2-4

■축산업 육성
        ● 대규모 신규 축산단지 조성  2017~2018년 50억원, 한우 3,000두 이상 사육 환경조성

        ● 함양.산청 가축시장 통합 이전  30,000㎡, 2017~2018년 1,750백만원  

        ● 한우 젖소 수정난 등 22종  968백만원

        ● 가금류 양봉 등 2종 147백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사일리지 2,550톤 180백만원 

         ● 학교 우유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814명 280일 98백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 양돈 고액분리기 등 2종 153백만원

        ● 분뇨처리지원 액비화 29개소 639백만원

        ● 악취저감 원심분리기 생균제 등 127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차단 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예방약품 1,196백만원, 

        ● 공동방재단 운영 등 458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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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2-5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2016~2017 

            이은리 85,  8,000백만원 다세대주택 15동 30세대, 

            텃밭조성 30개소, 농자재 보관 실습농장 등

        ● 귀농인정착지원 260백만원 

        ● 귀농귀촌지원센터, 홈스테이 코디네이트 운영

        ● 귀농인의 집 운영 등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2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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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이어주는 

보건 복지 행정3
Ⅲ. 2017군정 주요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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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0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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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출산과 보육 지원3-1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
        ●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222백만원, 

        ● 출산장려금 412백만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 

        ● 둘째아 출산가정 한방첩약 90명

■엄마랑 아가랑 행복 쉼터 설치 
        ●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 쉼터 등  

■보육지원
        ● 어린이보육시설 15개소 327명 6,254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0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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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건강증진3-2

■항노화 클리닉 운영
      140백만원, 종합체력진단시스템 도입 심폐지구력, 순환계 등

 

■한의학 건강증진
        ● 한방진료 읍면별 의료취약마을 1개소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서관 운영
       보건소 2층 10백만원 건강정보 관련 도서 대여 및 열람

■건강증진
        ● 마을단위 건강체조 210백만원

        ● 금연사업 183백만원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32백만원(고혈압 당뇨)

        ● 치매예방 85백만원

■암예방 치아건강
        ● 암예방  73백만원 

       5대 암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 구강보건  84백만원 

       어린이 치아 39개소 2,680명 노인의치 52명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
       보건진료소 등 CCTV 설치 19개소, 94백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170백만원, 재가정신 진료 약제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감염병 예방과 생활주변 위생 방역
        ●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 관리 758백만원

       (발열성질환 결핵 등)

        ● 생활주변 방역 소독 188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1,330개소 123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2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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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함양읍 기본형(2016.7월설치) 권역형 중심면1, 일반면 3 개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683가구 3,313명(기초 1,366가구 1,686명 차상위 1,317가구 1,627명)

        ● 기초생활 복지급여 2,910명 5,710백만원 

        ● 자녀 학업증진 103명 51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1,950명, 의료급여 진료비 320백만원,  건강생활유지 38백만원, 요양비 3백만원 

■위기가정 돌봄 긴급지원 133백만원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418,400원 최대 6개월, 의료비 최대 3백만원 지원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3%이하 수급자 1,183백만원

저소득 복지3-3

백세인생 노인복지3-4

        ● 기초연금  10,017명 23,748백만원 

        ● 노인돌보기 사업  1,606백만원

        ● 노인여가 활동지원  403개소 1,362백만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30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4,717백만원

        ●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운영 25백만원

        ● 경노모당 운영 지원 403개소 1,40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3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44명 1,352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70명 34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310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2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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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활 복지3-5

■장애인 지원 - 장애인수 3,648명 인구대비 9%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7개소 1,743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국수제조)  1개소 89명

        ● 장애인 목욕탕 운영  104백만원 주8회 

        ● 장애연금 수당  1,448명 1,716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43명 374백만원

        ● 장애인 활동 재활 지원  104명 583백만원

       (활동지원 66명 524백만원, 재활서비스 38명 59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83백만원

        ● 휠체어택시 2대 65백만원

■자립자활 희망키움 지원
        ● 월10만원 저축 3년내 탈수급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장애인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문화 지원정책3-6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272백만원 

        ●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183백만원 

        ● 다문화가정 안정기반 구축  59백만원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등 양육친환적 지원  260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4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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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3-7

■아동보호
        ● 아동양육시설  1개소 39명 975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 105명 413백만원  

        ●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30명 81백만원

        ●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400명 451백만원

■드림스타트
        ● 건강증진 20개 프로그램  25백만원, 

        ● 교육 18개 프로그램  146백만원, 

        ● 복지 정서 22개 프로그램  26백만원 

        ● 부모가족 4개 프로그램  8백만원

보훈가족 예우3-8

7개 단체 1,062명, 운영비 64백만원

행사지원 72백만원

수당 지급 1,228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4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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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함양하는

문화관광4
Ⅲ. 2017군정 주요업무 계획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6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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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도서관 이전 건립

    부지 6,600㎡ 건물 3,000㎡ 지하 1층 지상 3층 10,200백만원 

    2017년 타당성 검토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
      교산리 337번지 2,300㎡ 건물 1,650㎡ 

      지상 3층 4,300백만원 2019년까지

      건축 설계 용역 문화시설 사전평가 

      1월 2018년 착공

■비상설 작은 영화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CGV개봉영화

      격주 토요일 운영

문화시설 확충4-1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6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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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자원 관광마케팅 4-2

■문화재 보수 관리
        ● 국가, 도지정, 전통사찰 유지 보수  2,257백만원

        ● 지리산 제일문 지붕 보수  200백만원

■서원문화(일로당 종택) 관광자원화
      수동면 우명리 7,395㎡ 709백만원 주차장, 도로정비 등

      안채 72.9㎡ 청백리관 64.8㎡ 사랑채 50.22㎡ 등

      2017년 5월 준공

■농월정 관광지 정비
      안의면 월림리 138,110㎡ 8,000백만원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휴게공원 등

      2017년 1,310백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안의면 이전리 5,000백만원, 

      2016~2018년 야외모험시설, 목공기계 및 체험도구 구입 등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 
        ● 전통주 투어, 스포츠 투어, 농촌문화체험 투어 등 10회 운영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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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성화4-4

■스포츠 파크 조성
      백연리 일원, 210,516㎡(1단계 146,260㎡), 2016~2020년, 14,500백만원 

      다목적구장, 축구장, 족구장, 화장실, 주차장 등
      

■체육진흥사업
        ● 전국대회 : 7개종목  (중학교 여자축구, 테니스, 검도, 태권도, 산악자전거, 아마바둑, 탁구)

        ● 고운체육관 개보수  80백만원

        ● 읍면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3개면 4개소 90백만원
      

■두뇌스포츠 바둑 활성화 160백만원
        ● 함양군수배 전국학생 바둑대회  7월

        ● 노사초배 바둑대회  8월  /  함양군민 바둑대회  9월
      

■승마 육성지원
        ● 학생승마체험  2개소 63백만원

        ● 유소년승마단 지원  1개소 60백만원

        ● 승마대회 활성화  2회 20백만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축구 태권도 테니스 검도 등

생태자원 관광 자원화4-3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마천면 강청리 66,818㎡ 18,723백만원, 생태전시, 체험관, 오토캠핑장 12면 등

      2017년 5,350백만원 전시시설, 조경 등 준공
      

■용추계곡 물따라 걷는 길 조성
      심원정→용추사 일주문 관찰데크, 컨틸레버식 데크, 목교 4km 3,020백만원 2015~2019년

      2017년 편입부지 보상 착공 
      

■창암산-백무동 자락길 조성
      마천 강흥 강청 일원, 2015~2019년 3,190백만원, 테크로드, 흙길 정비, 출렁다리 5.5Km 
      

■지리산 조망관광 숲길 개설
      마천 창원~삼봉산 바위봉 2017년 4.87km, 72백만원 

      이정표 설치, 노면정비, 잡관목 제거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편의시설 확충
      야외샤워장 건립 91백만원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3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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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안등 LED 등 교체

  700개소 150백만원

■도시경관 조성

   차선도색 및 재포장 등 352백만원

   아파트 주변 노후울타리 철거 및 화단조성 106백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658백만원 196동 동당 3,350천원(17,500원/㎡)

     2016년 167동 561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신규 13개소 77백만원(기존 40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738백만원

   종합처리시설 운영 1,405백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터미널~인당교 800m 400백만원, 41동 75개소 광고물수 121개 – 150개 정비

■시가지 엣길 생활기반 조성

  용평4리 마을안길 시조회관-이교집 191.4m, 5m 700백만원

■복지 공공시설 LED등 교체

   복지시설 2개소 40백만원 경노모당 338개소 603백만원

   태양광 설치  산촌휴양관 5kw, 서상정수장 40kw 144백만원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동신규 전원마을 30가구 에너지공단

■저탄소 친환경사회

   탄소포인트제 운영 29.8백만원 기후 에너지 학교 운영 유치원 초중학교 30개소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

  2009~2018년 10년간 13,805백만원 배관망 43.1km, ㈜지이에스이 도시가스

  보조지원 2015~2018년 1,488백만원, 7.5km 794세대

  공급실적 2,920세대

  2017년 군청주변 53세대, 690백만원, 보조지원, 취약지역 189세대 372백만원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도시1-1

■시가지 옛길 복원 생활기반 조성
      용평4리 마을안길 시조회관-이교집 191.4m, 700백만원

■행복 안의봄날센터 조성
      안의 광풍루 일원 2017~2019년 4,420백만원

      2017년 실시설계 및 발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2017년 189개소 929,780㎡ 150백만원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확대
      안의농협 마트 철거 주차장 쉼터 조성 300백만원

■버스승강장 정비
      교체 및 신설 125개소, 1,250백만원 

      2017년 10동 10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 반사경 30개소 15백만원

        ● 무인단속장비 1대 25백만원, 

        ● 싸이키 경광등 교체 5개소 10백만원

        ● 유지보수 1개소 34백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유지 405백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대수선 5개소 

사람 친화시설 개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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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 13개권역 19,656백만원
      삼동권  2014~2017년 3,660백만원  죽림권  2014~2017년 3,463백만원

      덕암권  2015~2018년 3,966백만원   운서권  2015~2018년 928백만원

      남덕유산권  2016~2019년 3,715백만원  웅곡권  2016!2017년 447백만원

      회동권  2016~2019년 497백만원   안심권  2016~2017년 480백만원

      거기 - 도북 - 연서 - 남효 - 월평권  2017~2018년 2,500백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휴천면 2014~2017년 6,447백만원

        ●  백전면 2015~2018년 5,485백만원

        ●  서하면 2016~2019년 4,506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옥계지구 2015~2017년 2,177백만원 

      2017년 1,089백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3,400백만원 융자, 68동

        ●  노후 불량주택 개조 120백만원 76동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20세대 20백만원

농촌생활 기반 조성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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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착공
        ●  함양-울산 144.6Km 57,916억원 2020년 개통

        ●  함양-창녕 70.8Km 2017 착공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  교산도로 2-4호, 2-14호 245m, 8m, 42백만원 

        ●  백연도로 2-45, 2-83, 303m, 8m, 30백만원 

        ●  당본도로 2-2 390m, 8m, 30백만원 

        ●  대남도로 2-4, 2-6 200m, 8m 480백만원 

        ●  신관도로 324m, 8m,  800백만원 

        ●  금벌도로 460m, 10m, 600백만원 

■이은-난평간 확포장 공사
      남산~난평리 신기 2.5km, 교량가설 46m, 18,000백만원

      2016년 실시설계 완료, 2017년 1,000백만원 부지 보상

■군도 확포장 사업
    24개노선 204.4km, 224,293백만원 기투자 118.9km, 

    2017년 5km 800백만원, 향후 80.5km, 141,022백만원
        ●  구룡-옥환(원산-지소) 400백만원

        ●  도천-구라(군도16호) 200백만원

        ●  송계-노상(군도21호선) 100백만원

        ●  중남-복동(군도23호선) 100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84개소 667.5km, 기투자 352.17km 241,846백만원 

   2017년 10.8km, 3,850백만원, 향후 304.53km 434,933백만원
        ●  임산선 등 11개노선 9.2km 1,952백만원

■대방-중기간(지방도 742호) 도로 확포장 사업
      백전 운산 백운리 1.9km 2014~2017년 7,000백만원

      기투자 4,250백만원 1.3km, 2017년 1,000백만원 0.3km

도로 인프라 구축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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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 700개소 150백만원

■도시경관 조성
        ● 시가지 차선도색 및 재포장  352백만원

        ● 아파트 주변 노후울타리 철거 및 화단조성  106백만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658백만원 196동 (동당 3,350천원)

        2016년 167동 561백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신규 13개소 77백만원(기존 40대)

        ●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738백만원

        ● 종합처리시설 운영  1,405백만원

■저탄소 친환경 사회 조성
        ● 기후 에너지 학교 운영  유치원 초중학교 30개소

        ● 탄소포인트제 운영  29.8백만원  

■복지 공공시설 LED등 교체
        ● 복지시설 2개소 40백만원 

        ● 경노모당 338개소 603백만원

        ● 태양광 설치  산촌휴양관 5kw, 서상정수장 40kw 144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조성  (1개소 30가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터미널~인당교 800m 400백만원, 41동 75개소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
    2009~2018년 10년간 13,805백만원 배관망 43.1km, 

     ㈜지이에스이 도시가스

    보조지원 2015~2018년 1,488백만원, 7.5km 794세대

    공급실적 2,920세대

미래 환경도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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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 
        ●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현대화 24.6km, 급수 블록 11개소,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2017~2021년 17,617백만원 유수율 85%달성, 

    기투자 1,047백만원 2017년 2,643백만원 2018년이후 13,927백만원

        ●  서상지방 상수도  2017년 5,664백만원, 

    가압장4, 배급수관로 30km (총10,111 기 4,447백만원)

■유림지구 광역 마을상수도 설치 
      유림, 휴천일원 18개마을 470㎥/일 2017~2019년 9,900백만원

      2017년 858백만원

■병곡,지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병곡, 백전, 수동, 지곡 29개마을 2,656명 2017~2020년 

      배수지 관로 75.8km, 20,919백만원

      2017년 1,573백만원 착공

■마을하수도 확충 
      마천, 유림, 백전, 병곡 4개면, 12개마을 1,349명 2106~2018년 12,343백만원

      기투자 4,254백만원 2017년 5,438백만원, 2018년 2,651백만원

      우동 80㎥/일, 관로 3.5km, 추성 260㎥/일, 관로 4.9km,  

      오천 60㎥/일, 관로 5.7km, 백무동 관로 2.9km,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영상촬영, 무선송수신 검침기 300개소, 100백만원, 

■마을상수도 운영 정비  1,695백만원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운영 267개소

        ●  함양 평촌 노후관로 교체 2.5km,  

        ●  양정, 사안, 상본통, 관동마을 시설 개량 8.2km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5~2017년, 35,145백만원, 운영, 9월준공 

      오수 23.6km, 우수 6.9km, 배수설비 2,719개소

상하수도 정비사업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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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시설 보완5-6

■재해위험지구 정비
        ●  가흥3지구 급경사지 정비  국지도60호 사면 75m, 높이 10m, 1,200백만원, 2017~2018년

        ●  강청지구 농어촌도로 203호  사면 980m,  3,900백만원, 2017년 500백만원

        ●  농촌재난경보방송  유림 백전 80백만원

■소하천 정비
        ●  남산소하천  2.94km, 3,540백만원 2017년 1,000백만원  

        ●  학골소하천  1.33km, 3,686백만원 2017년 300백만원  

        ●  관동소하천  3.43km, 13,688백만원 2017년 2,830백만원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  위천생태하천  3.4km, 교량1, 30,944백만원 2017년 3,000백만원  

        ●  구룡고향의강  2.3km, 교량2, 17,687백만원 2017년 4,422백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4개소 2015~2018년 7,863백만원

        ●  두산  2,270백만원 2017년 600백만원

        ●  유평  1,793백만원 2017년 600백만원 

        ●  도장골  2,000백만원 2017년 600백만원 

        ●  대대웃못  1,800백만원 2017년 5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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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5-7

■전통시장 활성화
        ●  지리산 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017~2018년, 1,400백만원, ICT융합사업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2017년 375백만원)

        ●  안의전통시장 리모델링 274백만원

        ●  마천 전통먹거리장터 정비 50백만원

        ●  전통시장 유지보수 20백만원

        ●  제4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13백만원

■착한가격 업소 운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관리 25개소, 인증마크,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운영시설자금 융자 이차보전 2.5% 이자 지원, 6,000백만원 융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7개소 - 2017년 387백만원 각 1개소 추가

■운수업체 재정지원
        ●  노선버스 운영 지원 2,512백만원

        ●  택시경쟁력 강화 감차 4대 51백만원 

        ●  버스 택시 홍보비 19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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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와 공유하는

청렴 행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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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위주 서비스 확대6-1

■ 친절민원 서비스 확대
        ●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  야간 민원 창구 운영 매주 목요일 18:00~20:00

        ●  민원처리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행

        ●  민원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시행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

         농지, 산지, 개발행위 현장확인 민원 합동 출장 시행

■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 서비스 제공
         건축신고 허가, 공장등록 등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취약계층 가정 전기, 상하수도 막힘 수리 교체 등

■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2017~2018년, 사정 또는 재결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문 발송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48 2017년 함양군정ㅣ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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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럴 마케팅 
         SNS, 온라인 홍보 확대 30백만원

■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교산리 282 6,600㎡ 150세대 180억원, 2019년 준공

■ 서민자녀 인재양성 지원
        ●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연수 등 56백만원

        ● 무상교육(고교생 학자금 지원)  3개교 170명, 143백만원

        ● 학교급식비 지원  23개교 2,554명 618백만원

        ● 서민자녀 교육지원  1,400명 821백만원

■ 전자도서관 운영확대
         e-book 장서 확대 20백만원

젊은세대 맞춤형 행정6-2

교보도서관      전자도서관      함양군청

함양군청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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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행정 시스템 구축
        ●  계약심사제도 강화  공사 2억원, 용역 5천만원, 구매 1천만원 대상

        ●  수의계약제도 운영 강화  20백만원이내 분리발주 엄격 통제

        ●  공무원 청렴동아리 활동 활성화

        ●  공무원 청렴이행 서약제도 운영

        ●  정기적인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제 시행

■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우수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PT역량 강화

        ●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24개팀 30백만원

        ●  제안 제도 운영 17백만원

■ 공무원 역량 강화
        ●  대외 공모업무 프리젠테이션 제작 전문화

        ●  공무원 소통 한마음 워크숍 개최

■ 시설관리공단 설치
         휴양시설, 생활체육, 하수시설 등, 시설물 효율적 관리 운영

청렴행정 역량 제고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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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산업
박람회

● 산삼 홍보관

● 지리산 약초 전시

● 산양삼 사진전

● 산삼가요제

● 산삼축제 축하 초청공연 등

● 산삼 캐기

● 산삼화분 만들기

● 산삼주 담그기

● 산양삼 번개 경매

● 전국산삼마라톤

● 산삼MTB대회

전시·공연 학술 체험·이벤트

● 산삼 학술 심포지엄

● 산삼 산신제

● 축제 발전 방안 포럼

■ 시기 : 2017년 9월중

■ 장소: 상림공원 일원

■ http://sansam.hygn.go.kr

산삼축제1

함양축제부록

Festival
Hamy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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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문화제 매년 8월/안의면 일원/박지원선생 추모제, 안의현감 부임 행사 재현 등

■ 지리산 천왕축제 매년 10월/마천면 일원/성모천왕굿,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 등

■ 11개 읍면 마을 축제 함양 하미앙 산머루 와인 축제 등 10개면 

■ 시기 : 2017년 9월중

■ 장소 : 상림공원 일원 /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 문예, 시조, 국악, 미술경연대회, 누렁호박 나누어 주기 등

■ 군민체육대회, 농산물 엑스포, 

    읍면별 농특산물 전시 판매, 시식 등

물레방아골축제2

지역단위 마을축제3

       문화의 고장 함양,

 축제로 6차농업의 활로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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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마을 축제 개최 현황4

하미앙 산머루와인 페스티벌함양읍 시목마을 2016.10.15(1일간) 돼지감자&흑돼지축제마천면 금계마을 2016.10.29~10.30(2일간)

지리산엄천강변축제
휴천면 한남마을 2016.7.23~7.24(2일간)

양피랑축제
유림면 화촌마을  2016.7.2(1일간)

송전산골마을축제
휴천면 송전마을 2016.10.15(1일간) 사과꽃축제

수동면 도북마을 2016.4.23~4.24(2일간)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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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산 산약초축제

병곡면 원산마을 2016.4.30~
5.1(2일간)

개평한옥문화축제

지곡면 개평마을 2016.5.7(1
일간)

함양여주항노화축제

안의면 안심마을 2016.8.5~
8.7(3일간)

장수마을 호박축제

서상면 대로마을 2016.9.3~
9.4(2일간)

선비문화축제

서하면 봉전마을 2016.10.15
(1일간)

오미자축제

백전면 운산마을 2016.9.10~
9.11(2일간)

관광객 :  25,000명

농특산물 판매 : 311백만원
6차산업 연결 마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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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라 고운 최치원   ② 영남학파 종조 점필재 김종직

③ 두문동 72현 덕곡 조승숙  ④ 조선 3대 문장가 뇌계 유효인

⑤ 청백리의 표상 일로당 양관   ⑥ 영남 유림의 거장 옥계 노진

⑦ 성리학의 대가 일두 정여창      ⑧ 조선 실학자 연암 박지원

⑨ 남계서원 건립자 개암 강익    ⑩ 의병대장 의재 문태서

역사인물 History

① 지리산 (1,915m)  ② 남덕유산 (1,507m)

③ 금원산 (1,353m)    ④ 기백산 (1,331m)

⑤ 월봉산 (1,279m)  ⑥ 백운산 (1,279m)

⑦ 대봉산 (1,221m)         ⑧ 삼봉산 (1,187m)

⑨ 황석산 (1,190m)    ⑩ 삼정산 (1,182m)

명산Mountain

Feeling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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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  ② 서암 석굴 법당

③ 지리산 제1문과 조망공원   ④ 거연정과 화림동 계곡

⑤ 용추폭포와 심진동계곡    ⑥ 지곡 개평 한옥마을

⑦ 백전 사십리 벚꽃길   ⑧ 지리산 한신·칠선계곡

⑨ 남덕유산 설경        ⑩ 대봉산 생태숲

볼거리 SeeingHistory

① 연밥과 연음식   ② 안의 갈비탕

③ 흑돼지 삼겹살       ④ 수동 메기탕

⑤ 어탕국수와 붕어탕    ⑥ 옻닭 백숙

⑦ 오곡밥 정식              ⑧ 흑염소 고기

⑨ 종가음식         ⑩ 버섯전골

먹거리Eating
① 지리산 (1,915m)  ② 남덕유산 (1,507m)

③ 금원산 (1,353m)    ④ 기백산 (1,331m)

⑤ 월봉산 (1,279m)  ⑥ 백운산 (1,279m)

⑦ 대봉산 (1,221m)         ⑧ 삼봉산 (1,187m)

⑨ 황석산 (1,190m)    ⑩ 삼정산 (1,182m)

Watermill Village Hamyang 2017

2017년 함양군정ㅣFeeling 함양 57 



Center of anti-aging 
Dynamic Hamyang 2017

함양군청대표     960-5114         FAX 민원         960-5271     함양관광안내  960-5555 

가로등민원 960-5999 자동차등록  960-5272 취득/등록세   960-5273

여권민원접수     960-5274     부동산실거래신고  960-5275 건축물대장  960-5133 

국토이용확인원  960-5135 제증명 발급       960-5276 지적측량민원     960-527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60-5157 드림스타트 960 5158 국민체육센터 960-5577

보건소접수실     960-5340 예방접종실        960-5342 한방진료실      960-5344         

구강보건실          960-5345   치과진료실      960-5346 결핵관리실        960-5347         

진단검사실     960-5348      방사선실           960-5349 정신건강증진센터  960-5358  

금연상담실        960-5350         함양읍민원     960-5416          마천면민원        960-5425  

휴천면민원       960-5435          유림면민원      960-5445       수동면민원        960-5455

지곡면민원    960-5465         안의면민원     960-5475      서하면민원        960-5485

서상면민원        960-5495          백전면민원    960-5505     병곡면민원        960-5515  

민원전화

상림 4계

용추비경

금대지리

화림풍류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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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실        960-5000  부군수실     960-5005   기획조정실  960-5101

주민행복지원실  960-5141      행정과     960-5111    재무과        960-5121

민원봉사과 960-5136       문화관광과  960-5161     경제교통과  960-5181

안전건설과       960-5201         산삼항노화엑스포과 960-5191    산림녹지과   960-5171

도시환경과   960-5211       지역발전과   960-5221  보건소       960-5331

농축산과    960-5241       친환경농업과  960-5301   농산물유통과  960-5291

상하수도사업소 960-5231        문화시설사업소 960-5531

의장실       960-5050   부의장 960-5060    의회사무과 960-5081

전문위원실   960-5091    의원실   960-5061~5070

행정전화

군의회전화

칠선시류

덕유운해

서암석불

계관철죽

5

7

6

8

2017년 함양군정ㅣ함양8경 59 



2017년 함양군정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 055-960-5101
Http://www.hyg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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