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개, 백만원)

가. 총괄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04 228 235 480,712 440,810 39,902

의회사무과 1 1 3 2 1,030 926 104

기획예산담당관 1 9 13 11 39,377 44,705 -5,328

행정과 1 6 13 12 65,658 61,738 3,920

재무과 1 3 8 6 2,400 3,495 -1,094

복지정책과 1 10 19 31 77,236 69,461 7,776

일자리경제과 1 7 13 13 14,078 7,985 6,094

민원봉사과 1 3 7 7 2,045 1,709 336

문화관광과 1 5 12 11 26,910 27,610 -700

안전총괄과 1 7 11 15 5,892 4,460 1,432

건설교통과 1 5 12 15 72,715 58,670 14,044

산림녹지과 1 4 9 14 21,051 20,482 570

환경위생과 1 3 10 9 19,878 20,358 -479

산삼항노화엑스포과 1 4 10 5 10,845 7,356 3,490

도시건축과 1 4 9 7 14,604 12,685 1,918

휴양밸리산업과 1 2 7 3 16,463 20,338 -3,875

보건소 1 3 11 12 9,716 6,163 3,552

농축산과 1 6 12 14 20,019 17,182 2,837

친환경농업과 1 6 12 16 15,336 14,921 415

농산물유통과 1 5 14 14 9,870 9,002 868

상하수도사업소 1 6 10 12 27,795 25,205 2,589

문화시설사업소 1 5 13 6 3,706 2,361 1,345

함양읍 0 0 0 0 674 662 12

마천면 0 0 0 0 371 364 7

휴천면 0 0 0 0 318 312 6

유림면 0 0 0 0 319 309 10

수동면 0 0 0 0 318 312 6

지곡면 0 0 0 0 323 317 6

안의면 0 0 0 0 512 495 18

서하면 0 0 0 0 305 299 6

서상면 0 0 0 0 334 328 6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백전면 0 0 0 0 323 317 6

병곡면 0 0 0 0 288 283 6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군민의 눈높이에 맞
춘 현장행정 군정 목
표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기획예
산담당관)

창의적인 군정의 기
획·조정·환류

군수 지시사항 처리
율

3,500 0.87

군수 공약사업 이행
율

지방재정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집행율

국도비 예산 확보액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보도기사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군민의 눈높이에 맞
춘 현장행정 군정 목
표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기획예
산담당관)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군정홍보 방송횟수율

3,500 0.87

다양한 소통 채널과
맞춤형 콘텐츠 홍보
로 함양브랜드 파워
강화

홍보건수

지역역량 강화로 미
래전략 기반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 공모
신청건 반영율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
리기 기반 마련

전입자수

내실있는 법무·통계
행정 실현

자치법규 정비율

통계교육 이수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군민의 눈높이에 맞
춘 현장행정 군정 목
표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기획예
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및 관리

지방규제 완화 추진
실적

3,500 0.87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진도율

항노화 시대를 선도
하는 함양의 미래비
전 창출 (행정과)

활기찬 군정 운영으
로 행정역량 강화

육아휴직 대체율

12,240 3.04

공무원 교육 이수율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계약심사 절감율

청렴도 향상율

공명선거 및 투표참
여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

군민 중심의 자치기
반 조성

기록물 전산화 추진
율

주민자치센터 이용
실적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 인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으
로 삶의 질 향상

키스 비전 프로그램

고등학생 학자금 수
혜 실적

신뢰받는 행정정보화
구현

새올행정시스템 업무
별 사용률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항노화 시대를 선도
하는 함양의 미래비
전 창출 (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정보화
구현

정보화교육 실적

12,240 3.04

댁내 무선방송장비
설치 실적

항노화의 중심 역동
하는 함양 건설을 위
한 효율적 재정 운영
(재무과)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군민소득 3만
불시대 달성기여

지방세(군세,도세)
징수실적

2,267 0.56

세무조사 목표액 달
성율

주택 및 공시지가조
사 결정공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회계의 투명성과 재
정 신속집행으로 지
역경기부양 기여

전자입찰률

계약정보 공개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청사에너지 절감율

공유재산대부 변상금
수익증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 행정 실현
(복지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발굴
지원

이웃돕기성금 모금
실적

76,099 18.93

저소득 아동 개개인
의 능력 함양과 맞춤
형 서비스 제공

학습능력상향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체
계 구축과 상담서비
스 제공

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보호 단속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 행정 실현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서비스 제공

보훈대상자 수당(참
전, 보훈명예수당)지
원 실적

76,099 18.93

국가유공자의 권익증
진과 복지서비스 제
공

국가유공자(유족)의
료비 지원

장애인 소득안정과
맞춤 서비스 지원

장애인목욕탕 이용인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신규 수
급자 발굴실적

국민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탈수급 인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를 통한 발굴 실적률

자활사업 참여 인원

민관협력을 통한 지
역단위 통합적 서비
스 제공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발굴실적

사례관리 발굴실적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및 효
율적 장례문화 정착

기초연금 사후관리
적정성

노인여가 설치 개소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
화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비율

보육료지원
아동비율

읍면아동급식
지원아동비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기업이 잘 돼야 함양
이 산다 (일자리경제
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 육성 및 관리

당해년도 지원금액

13,289 3.31

공공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개소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개소수

투자유치를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기업유치
실적

지식재산 창출지원사
업 추진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층 전기·가스시
설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추
진율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율

서민층 전기,가스시
설 개선 제공실적

에너지절약 실천 확
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대책 추
진율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운서보 소수력 발전
소의 원활하고 안전
한 운영 관리

소수력발전소 발전량

그린홈 보급비율

상생과 소통의 건전
노사문화 정립

상생과 소통을 위한
노사회의

군민 중심의 민원봉
사행정 구현 (민원봉
사과)

고객 만족의 민원서
비스 혁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1,963 0.49

민원24 온라인 처리
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LED 가로, 보안등 교
체로 깨끗하고 안전
한 거리문화 조성

가로등민원 처리 완
료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군민 중심의 민원봉
사행정 구현 (민원봉
사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LED 가로, 보안등 교
체로 깨끗하고 안전
한 거리문화 조성

전기보수사업 가구수

1,963 0.49

효율적인 토지종합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실적

지적공부 시스템 구
축실적

위치찾기 선진화 사
업 상세주소 부여율

문화가 풍성한 함양
군 조성 (문화관광과
)

군민이 행복한 창조
적 문화융성 실현

축제 방문객

26,513 6.59

문화원 이전 사업 추
진율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증진

지정문화재 정비완료
실적

문화유적지 정비완료
실적

찾고싶은 관광테마
창조

관광객 유치 실적

관광 홍보물 제작 실
적

관광박람회 운영 실
적

다양한 관광자원 개
발로 관광인프라 확
충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율

농월정 관광지 정비
사업 추진율

체육진흥을 통한 건
강한 사회 실현

전국 규모 체육경기
대회 개최 실적

함양국민체육센터 이
용 실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ㅇ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ㅇ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군민안심 재난안
전 인프라 확충
ㅇ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ㅇ 비상대비 통합방
위태세 확립 (안전
총괄과)

선제적 재난 대응체
계 구축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율

5,655 1.41

안전예방훈련 실적율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개최율

ㅇ 사고 대비 합동
훈련으로 안전관리

승강기사고대응 합동
훈련 실적율

ㅇ 군민 안심 재난안
전 인프라 확충

방법용CCTV설치 실적
(대)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ㅇ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ㅇ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군민안심 재난안
전 인프라 확충
ㅇ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ㅇ 비상대비 통합방
위태세 확립 (안전
총괄과)

사전 재해예방 활동
을 통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자연재해관측장비 점
검율

5,655 1.41

재해위험지구 해소율

개발촉진지구내 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회기반 시설 확충

성장촉진지역개발(행
복안의 봄날센터 예
산집행율

지역발전 견인을 위
한 전략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전략사
업 추진 집행율

변화된 국가 안보상
황에 대한 선제적 비
상사태 대응능력 제
고

민방위교육 참석률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ㅇ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ㅇ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군민안심 재난안
전 인프라 확충
ㅇ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ㅇ 비상대비 통합방
위태세 확립 (안전
총괄과)

변화된 국가 안보상
황에 대한 선제적 비
상사태 대응능력 제
고

비상대비 훈련 시행
률

5,655 1.41

ㅇ 함양군 건설산업
의 부가가치 향상
ㅇ 더 편리하고 안전
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교통과)

취약지역 개발사업으
로 주민편의 증진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대한 해결율

72,626 18.06

새마을사업 등기 추
진실적 건수

도로망 확충으로 지
역 균형개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로시설 유지 실적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역사·문화·생
태 융합적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율

소하천 정비율

지역농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
업 추진 실적율

농촌중심지활성화사
업(면소재지정비) 추
진 실적율

준 영구적 논두렁 설
치 실적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ㅇ 함양군 건설산업
의 부가가치 향상
ㅇ 더 편리하고 안전
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교통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군민 편익
증대

대중교통
재정지원실적

72,626 18.06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실적

자동차관련 과태료부
과 및 징수율

산림관광 소득기반
조성으로 복지단지
조성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육성

가로수 조성량

20,987 5.22

조림 실적

사방사업 및 임도설
치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

임도개설 실적

사방사업 조성 수

생태 환경적으로 건
전한 산림조성 및 산
림기반 확충

숲가꾸기 실행면적

산림내 불법행위 처
리 건수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등산로 정비량

걷는 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산림문
화기반 확충

지리산둘레길 방문자
수

불로장생 친환경 건
강함양 조성 (환경위
생과)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실적

14,513 3.61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실적

환경개선 부담금 징
수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불로장생 친환경 건
강함양 조성 (환경위
생과)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
업 추진율

14,513 3.61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인간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킴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개선 업소율

생활쓰레기 수거율

폐비닐 수거비 지원
실적

폐기물 소각 처리량

지속적인 지도, 점검
을 통한 식품위생 안
전 확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
검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
검률

ㅇ 불로장생 2020 산
삼항노화엑스포 실행
기반 구축 (산삼항
노화엑스포과)

산양삼 재배, 유통
등을 통한 산업육성

산양삼 종자 및 미생
물제 공급량

10,785 2.68

농가별 산양삼 적합
성검사

산양삼 생산농가 소
득 증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함양산양삼
산업 육성

함양산양삼 판촉행사
추진

함양산양삼 수출상담
회 추진

함양산양삼 제품 개
발

산양삼산업화단지 방
문자수

항노화 산업 활성화
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

항노화산업 자체사업
추진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ㅇ 불로장생 2020 산
삼항노화엑스포 실행
기반 구축 (산삼항
노화엑스포과)

항노화 산업 활성화
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

항노화산업 시군창의
사업 추진율

10,785 2.68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국제행사 승
인에 따른 성공적 개
최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유치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기반시설 조
성

○ 도시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 도시기반시설 확
충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 시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살기 좋고 아름다
운 주거환경 조성 (
도시건축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으로 안전하고 편리
한 도시 조성

광고물 정비 실적

14,364 3.57

군계획시설 사업 추
진율

도시생활 기반시설
사업 예산집행율

신속 정확한
One-Stop 복합민원처
리 정착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도시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 도시기반시설 확
충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 시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살기 좋고 아름다
운 주거환경 조성 (
도시건축과)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제공 및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농촌주택개량 추진율

14,364 3.57

야간상담창구
상담실적

빈집정비율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으로 양질의 주
거수준 확보

주거급여 수급자 탈
수급수

수선유지사업 실적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로 균형발전도모
(휴양밸리산업과)

산림경영 활성화로
주민소득 창출

산삼휴양밸리 조성율

16,401 4.08

산림생태문화체험단
지 조성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로 균형발전도모
(휴양밸리산업과)

산림경영 활성화로
주민소득 창출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율

16,401 4.08

대봉산 산림레포츠시
설 조성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

대봉산 산림욕장 조
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함양군 주민의 건강
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올바른 정
보제공 및 예방관리
체계 구축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영

미래 전략농업 육성
으로 소득 및 인구
증대 (농축산과)

농업인 간접지원을
통한 농업인 복지증
진 및 환경개선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

농업인 안전공제 가
입자수

19,886 4.95

내수면 자연환경 보
존으로 토속어류 사
육환경 조성 및 육성

방문자수

수산종묘 방류 마리
수

소득특화자금 융자지
원으로 신규사업 개
발 및 농업투자 기회
확대

소득특화지원융자사
업

농가 소득보전을 통
해 농업 경쟁력 향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
입실적

농어가 도우미 지원
실적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효율적 분뇨처리
로 축산농가 소득 증
대

한우 1등급 출현율

조사료 사일리지작물
재배면적

소규모축산농가 연간
소독지원횟수

귀표부착 송아지 비
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미래 전략농업 육성
으로 소득 및 인구
증대 (농축산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효율적 분뇨처리
로 축산농가 소득 증
대

소, 돼지 전업농 구
제역 백신 공급률

19,886 4.95

지리산 귀농 1번지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귀농, 귀촌 신규 세
대수

함양농업의 고부가가
치 확대 및 안전영농
기반 마련 (친환경농
업과)

농업 신기술의 실용
화 촉진으로 농가경
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화 지원

강소농 심화교육 이
수율

15,246 3.79

농촌지도사업 만족도

친환경농업 안정적
생산 육성 및 확산

친환경농업 면적 증
가율

단위면적당 쌀생산
증가율

과수산업 경쟁력 강
화

과원관리 기계화 보
급실적

곶감 시설보급 확대
실적

단위면적당 과수생산
량 증가율

원예 및 특용작물 경
쟁력 강화

약초재배면적 증대실
적

양파 농기계 보급 실
적

딸기 고설재배 지원
면적 확대실적

농업 자원을 활용한
힐링농촌 실현

약초과학관 운영실적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함양농업의 고부가가
치 확대 및 안전영농
기반 마련 (친환경농
업과)

과학영농 기술지원
강화로 농촌 지도사
업 강화

친환경인증 시비처방
서 발급

15,246 3.79

농업인과 소통으로
생동감 있는 함양 만
들기 (농산물유통과)

후계인력육성 맞춤형
영농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실
적

9,768 2.43

학습단체 활동실적

농업인정보화교육 실
적

농산물 유통기반 확
충 및 수출경쟁력 강
화

농산물 수출량

농특산물판매장 판매
실적

GAP 인증실적

□ 농촌체험 관광산
업 활성화 및 향토음
식 테마지구 활성화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농업 환경개
선사업으로 농업생산
성 향상
□ 차별화된 가공식
품 개발 및 지원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마을수

군민요리교육 교육인
원

건강100세음식지구
홍보 및 메뉴개발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
력화

방문자수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농업인과 소통으로
생동감 있는 함양 만
들기 (농산물유통과)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
력화

농산물 판매금액

9,768 2.43
고객중심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
소 활성화 운영

농기계임대실적

농기계지원실적

농기계순회수리마을
수

군민중심 의정 실현
(의회사무과)

적극적인 선진 의회
상 정립

조례 규칙 제,개정

854 0.21
의원 의정활동 지원
실적

의회운영 실적

행복하고 건강한 함
양만들기 (보건소)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육으로 공공 의료
기관 기능강화

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교육 이수율

9,216 2.29

보건소 이용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행태개
선 관리율

치매검진수검율

금연클리닉 6개월 성
공율

빈혈개선율(임산부)

암 수검률

사랑방건강교실 만족
도

감염병 예방분석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

결핵신환자 치료 성
공률

검진 실적

영유아 예방 접종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맑고 깨끗한 마을
상수도 안정적 공급
및 광역화 확대
○ 지방상수도의 안
정적인 맑은물 생산
공급 확대
○ 하수도시설의 체
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원수부족, 수
질불량 시설 개량 등
의 마을 급수시설 유
지관리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25,217 6.27

상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율

○ 지하수법 제정 이
전 개발되어 제도권
내로 진입 못한 방치
공이나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여러원인으
로 사용중지되어 방
치공인경우 원상복구
를 위함

지하수 방치공 처리
수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원수확보 및 확충으
로 원활한 지방상수
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제공

상수도 유수율

상수도 보급율

상수도 수질향상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맑고 깨끗한 마을
상수도 안정적 공급
및 광역화 확대
○ 지방상수도의 안
정적인 맑은물 생산
공급 확대
○ 하수도시설의 체
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인 유지관리로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공공하수도
관리평가점수

25,217 6.27

공공하수도
보급율

쾌적한 취·정수시설
운영 및 정기적 상
수도 수질검사를 통
해 군민의 보건위생
환경과 삶의 질을 향
상

상수도 사용료 수익

하수도시설의 긴급재
해 시 신속한 유지복
구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수도 사용료 수익

문화예술 그리고 교
육의 도시 함양 만들
기 (문화시설사업소)

쾌적하고 안전한 문
화기반시설 운영으로
행복한 복합문화공
간 조성

시설유지보수 및 정
비 건수

3,507 0.87

감동이 있는 문화예
술 행사운영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
적

연간 관람객수

역사적·문화적 가치
를 지닌 문화유산 보
전

지정문화재 정비완료
실적

공원 시설물 유지관
리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문화예술 그리고 교
육의 도시 함양 만들
기 (문화시설사업소)

역사적·문화적 가치
를 지닌 문화유산 보
전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3,507 0.87

물놀이어린이장 운영

배움의 열정으로 군
민이 행복한 종합사
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주민참여율

각종 대회참여,재능
기부 및 자격증 취득

○ 함양군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공
모사업 발굴 및 신청
○ 지역주민들을 위
한 군민자치대학 개
설

군민자치대학 운영실
적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총 계 374,895

기획예산담
당관

창의적인 군정의 기획·
조정·환류

군수 지시사항 처리율(%
)

97 정량 산출

412
군수 공약사업 이행율(%
)

25 정량 산출

지방재정 확충으로 건전
한 재정운영

재정집행율(%) 74 정량 산출

316
국도비 예산 확보액(억
원)

1,600 정량 산출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
속적 향상

보도기사율(%) 82 정량 산출

1,372

군정홍보 방송횟수율(%) 79 정량 산출

다양한 소통 채널과 맞
춤형 콘텐츠 홍보로 함
양브랜드 파워 강화

홍보건수(건) 1,920 정량 결과 618

지역역량 강화로 미래전
략 기반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건 반영율(%)

90 정량 산출 420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
한 우리군 인구늘리기
기반 마련

전입자수(명) 2,450 정량 산출 46

내실있는 법무·통계행
정 실현

자치법규 정비율(%) 46 정량 산출

286

통계교육 이수율(%) 3 정량 산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및
관리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

86 정량 결과 22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진도율(%)

0 정량 산출 7

행정과

활기찬 군정 운영으로
행정역량 강화

육아휴직 대체율(%) 77 정량 산출

3,239

공무원 교육 이수율(%) 76 정량 산출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계약심사 절감율(%) 3.1 정량 산출

69
청렴도 향상율(%) 98 정량 산출

군민 중심의 자치기반
조성

기록물 전산화 추진율(%
)

80 정량 산출

1,954
주민자치센터 이용 실적
(명)

25,500 정량 산출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성
화

자원봉사 활동 인원(명) 2,400 정량 산출 232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행정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키스 비전 프로그램(명) 18 정량 산출

3,027
고등학생 학자금 수혜
실적(명)

190 정량 산출

신뢰받는 행정정보화 구
현

새올행정시스템 업무별
사용률(%)

99 정량 산출

3,720정보화교육 실적(명) 1,780 정량 산출

댁내 무선방송장비 설치
실적(대)

4,200 정량 산출

재무과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로 군민소득 3만불시대
달성기여

지방세(군세,도세) 징수
실적(%)

98.4 정량 산출

573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율
(%)

99.9 정량 산출

주택 및 공시지가조사
결정공시(%)

98.8 정량 산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
납징수율(%)

22 정량 산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기
부양 기여

전자입찰률(%) 53 정량 산출

141

계약정보 공개(%) 90 정성 산출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청사에너지 절감율(%) 100 정량 산출

1,552
공유재산대부 변상금 수
익증대(%)

98 정량 산출

복지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내 시설 및 어려
운 이웃 발굴 지원

이웃돕기성금 모금 실적
(백만원)

90 정량 산출 125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서비스 제공

보훈대상자 수당(참전,
보훈명예수당)지원 실적
(명)

720 정량 산출 2,071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
과 복지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유족)의료비
지원(건)

80 정량 산출 4

장애인 소득안정과 맞춤
서비스 지원

장애인목욕탕 이용인원(
명)

50,000 정량 산출

7,272장애인일자리 지원(명) 43 정량 산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54 정량 산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인원(명)

38 정량 산출 8,966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복지정책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발굴 실적률(%)

44 정량 산출

8,966

자활사업 참여 인원(명) 88 정량 산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
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
비스 제공

지역자원 발굴실적(건수
)

127 정량 산출

423

사례관리 발굴실적(건수
)

70 정량 산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및 효율적 장
례문화 정착

기초연금 사후관리 적정
성(%)

100 정량 산출

43,396

노인여가 설치 개소(개
소)

1 정량 산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영
·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비율(%)

2.3 정량 산출

13,190
보육료지원
아동비율(%)

57 정량 산출

읍면아동급식
지원아동비율(%)

4.7 정량 산출

저소득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과 맞춤형 서
비스 제공

학습능력상향 (평가점수
100점 기준)(점)

55 정량 산출 230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과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례관리(인원) 129 정량 산출

420

청소년보호 단속(건수) 36 정량 산출

일자리경제
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

당해년도 지원금액(백만
원)

8,200 정량 산출 1,110

공공일자리 제공 및 일
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개소수(개소)

9 정량 산출

2,67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
원사업 개소수(개소)

11 정량 산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투자유치 기업유치 실적
(억원)

300 정량 산출

6,196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추진율(%)

100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일자리경제
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
민층 전기·가스시설 개
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율
(%)

85 정량 산출

1,836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
티브 제공율(%)

50 정량 산출

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 제공실적(건)

14 정량 산출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율
(%)

100 정량 산출

1,289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

100 정량 산출

운서보 소수력 발전소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
관리

소수력발전소 발전량(MW
)

1,100 정량 산출

164

그린홈 보급비율(%) 1.92 정량 산출

상생과 소통의 건전노사
문화 정립

상생과 소통을 위한 노
사회의(회)

10 정량 산출 25

민원봉사과

고객 만족의 민원서비스
혁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4 정량 산출

182
민원24 온라인 처리율(%
)

55 정량 산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
영으로 삶의 질 향상
LED 가로, 보안등 교체
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
리문화 조성

가로등민원 처리 완료율
(%)

95 정량 산출

841

전기보수사업 가구수(건
수)

25 정량 산출

효율적인 토지종합 관리
를 통한 재산권 보호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실적(건수)

53 정량 산출

940
지적공부 시스템 구축실
적(건수)

9,600 정량 산출

위치찾기 선진화 사업
상세주소 부여율(%)

16 정량 산출

문화관광과

군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융성 실현

축제 방문객(천명) 60 정량 산출

2,954
문화원 이전 사업 추진
율(%)

70 정량 산출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증진

지정문화재 정비완료 실
적(건)

20 정량 산출

2,841
문화유적지 정비완료 실
적(건)

8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문화관광과

찾고싶은 관광테마 창조

관광객 유치 실적(만명) 435 정성 산출

1,998
관광 홍보물 제작 실적(
건)

8 정량 산출

관광박람회 운영 실적(
회)

3 정량 산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인프라 확충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
성사업 추진율(%)

정량 산출

10,222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율(%)

90 정량 산출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사회 실현

전국 규모 체육경기대회
개최 실적(건)

7 정량 산출

8,498
함양국민체육센터 이용
실적(백명)

1,200 정량 산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
진율(%)

75 정량 산출

안전총괄과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율(
%)

90 정량 산출

407안전예방훈련 실적율(%) 100 정량 산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개
최율(%)

100 정량 산출

ㅇ 사고 대비 합동 훈련
으로 안전관리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
련 실적율(%)

100 정량 산출 10

ㅇ 군민 안심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방법용CCTV설치 실적(대
)(대)

20 정량 결과 2,170

사전 재해예방 활동을
통한 군민의 생명 및 재
산 보호

자연재해관측장비 점검
율(%)

100 정량 산출

1,682

재해위험지구 해소율(%) 99 정량 산출

개발촉진지구내 지역개
발사업 추진으로 사회기
반 시설 확충

성장촉진지역개발(행복
안의 봄날센터 예산집행
율(%)

80 정량 산출 962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집행율(%)

80 정량 산출 19

변화된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선제적 비상사태
대응능력 제고

민방위교육 참석률(%) 90 정량 산출

404

비상대비 훈련 시행률(%
)

100 정량 산출

건설교통과

취약지역 개발사업으로
주민편의 증진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대
한 해결율(%)

90 정량 산출

13,615
새마을사업 등기 추진실
적 건수(건수)

120 정량 산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
설(%)

46 정량 산출 14,783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건설교통과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도로시설 유지 실적(%) 90 정성 산출 14,78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생태 융합
적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및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율(%)

80 정량 산출

18,410

소하천 정비율(%) 93 정량 산출

지역농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율(%)

86 정량 산출

16,9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면소재지정비) 추진 실
적율(%)

84 정량 산출

준 영구적 논두렁 설치
실적율(%)

40 정량 산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과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군민 편익 증대

대중교통
재정지원실적(백만원)

3,150 정량 산출

8,908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
수 실적(건)

40 정량 산출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율(%)

75 정량 산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육성
가로수 조성량(km) 22 정량 산출

8,376
조림 실적(ha) 149 정량 산출

사방사업 및 임도설치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

임도개설 실적(km) 4 정량 산출

4,834

사방사업 조성 수(개소) 11 정량 산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및 산림기반
확충

숲가꾸기 실행면적(ha) 1,350 정량 산출

7,286

산림내 불법행위 처리
건수(건)

16 정량 산출

산림병해충 방제면적(ha
)

1,870 정량 산출

등산로 정비량(km) 2.6 정량 결과

걷는 길 및 등산로 정비
를 통한 산림문화기반
확충

지리산둘레길 방문자수(
명)

100,000 정량 산출 491

환경위생과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
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
급실적(건수)

705 정량 산출 10,349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환경위생과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
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실적(건수)

25 정량 산출

10,349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

59 정량 산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율(%)

63 정량 산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
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
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킴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개
선 업소율(%)

55 정량 산출

3,967

생활쓰레기 수거율(%) 98 정량 산출

폐비닐 수거비 지원실적
(kg)

1,070 정량 산출

폐기물 소각 처리량(톤) 6,050 정량 산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식품위생 안전 확
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률(%)

90 정량 산출

197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률(%)

90 정량 산출

산삼항노화
엑스포과

산양삼 재배, 유통 등을
통한 산업육성

산양삼 종자 및 미생물
제 공급량(%)

80 정량 투입

750
농가별 산양삼 적합성검
사(점)

80 정량 과정

산양삼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함양산양삼 산업 육성

함양산양삼 판촉행사 추
진(회)

2 정량 과정

2,225

함양산양삼 수출상담회
추진(회)

1 정량 과정

함양산양삼 제품 개발(
개)

10 정량 산출

산양삼산업화단지 방문
자수(명)

20,000 정량 산출

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항노화산업 자체사업 추
진율(%)

86 정량 산출

1,167
항노화산업 시군창의사
업 추진율(%)

90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산삼항노화
엑스포과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
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성공적 개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
스포 유치(%)

100 정량 산출

6,643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
스포 기반시설 조성(%)

100 정량 산출

도시건축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광고물 정비 실적(건수) 2,250 정량 산출

7,580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율
(%)

83 정량 산출

도시생활 기반시설 사업
예산집행율(%)

90 정량 산출

신속 정확한 One-Stop
복합민원처리 정착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

15 정량 결과 16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제
공 및 신뢰받는 건축문
화 조성

농촌주택개량 추진율(%) 92 정량 산출

5,362
야간상담창구
상담실적(건)

66 정량 산출

빈집정비율(%) 96 정량 산출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
원으로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주거급여 수급자 탈수급
수(명수)

12 정량 산출

1,406

수선유지사업 실적(건수
)

95 정량 산출

휴양밸리산
업과

산림경영 활성화로 주민
소득 창출

산삼휴양밸리 조성율(%) 100 정량 산출

16,143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율(%)

90 정량 산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
지구 조성율(%)

70 정량 산출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0 정량 산출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
도로 개설사업(%)

60 정량 산출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
)

100 정량 산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함
양군 주민의 건강에 대
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예방관리 체계 구축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
영(%)

80 정량 산출 258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농축산과

농업인 간접지원을 통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환
경개선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수(명)

8,100 정량 산출 766

내수면 자연환경 보존으
로 토속어류 사육환경
조성 및 육성

방문자수(명) 30,700 정량 산출

835

수산종묘 방류 마리수(
미)

3,800,000 정량 산출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
으로 신규사업 개발 및
농업투자 기회 확대

소득특화지원융자사업(
천원)

1,500,000 정량 산출 5,246

농가 소득보전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
적(호)

1,250 정량 산출

6,684
농어가 도우미 지원실적
(명)

14 정량 산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효율적 분뇨처리로 축산
농가 소득 증대

한우 1등급 출현율(%) 70 정량 산출

5,621

조사료 사일리지작물 재
배면적(ha)

230 정량 산출

소규모축산농가 연간 소
독지원횟수(회)

15 정량 산출

귀표부착 송아지 비율(%
)

100 정량 산출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공급률(%)

220 정량 산출

지리산 귀농 1번지로 발
전을 위한 기반 마련

귀농, 귀촌 신규 세대수
(농가)

1,000 정량 산출 734

친환경농업
과

농업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가경제 활성
화 및 농업인 소득화 지
원

강소농 심화교육 이수율
(%)

46 정량 산출

305

농촌지도사업 만족도(점
)

76 정량 산출

친환경농업 안정적 생산
육성 및 확산

친환경농업 면적 증가율
(%)

4.3 정량 산출

7,434
단위면적당 쌀생산 증가
율(%)

107 정량 산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과원관리 기계화 보급실
적(대)

50 정량 산출

3,554
곶감 시설보급 확대실적
(농가)

25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친환경농업
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면적당 과수생산량
증가율(%)

5.7 정량 산출 3,554

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
력 강화

약초재배면적 증대실적(
ha)

175 정량 산출

3,471
양파 농기계 보급 실적(
대)

75 정량 산출

딸기 고설재배 지원면적
확대실적(ha)

1.1 정량 산출

농업 자원을 활용한 힐
링농촌 실현

약초과학관 운영실적(명
)

8,700 정량 산출 91

과학영농 기술지원 강화
로 농촌 지도사업 강화

친환경인증 시비처방서
발급(건)

2,570 정량 산출 391

농산물유통
과

후계인력육성 맞춤형 영
농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실적(
명)

5,250 정량 산출

553학습단체 활동실적(건) 52 정량 산출

농업인정보화교육 실적(
명)

34 정량 산출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량(만불) 10,000 정량 산출

4,476
농특산물판매장 판매실
적(백만원)

950 정량 산출

GAP 인증실적(ha) 550 정량 산출

□ 농촌체험 관광산업
활성화 및 향토음식 테
마지구 활성화
□ 농작업 안전재해 예
방 및 농업 환경개선사
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차별화된 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으로 농식
품산업 활성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마
을수(개소)

30 정량 산출

1,229
군민요리교육 교육인원(
명)

1,400 정량 산출

건강100세음식지구 홍보
및 메뉴개발(건)

16 정량 산출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력화

방문자수(명) 10,100 정량 결과 368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농산물유통
과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력화

농산물 판매금액(천원) 110,000 정량 결과 368

고객중심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
화 운영

농기계임대실적(건) 1,850 정량 산출

3,143농기계지원실적(대) 600 정량 산출

농기계순회수리마을수(
회)

80 정량 산출

의회사무과 적극적인 선진 의회상
정립

조례 규칙 제,개정(건) 40 정량 산출

854
의원 의정활동 지원실적
(건)

51 정량 산출

의회운영 실적(건) 25 정량 산출

보건소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
육으로 공공 의료기관
기능강화

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
문교육 이수율(%)

90 정량 산출

1,555

보건소 이용율(%) 59.5 정량 산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
강증진

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관리율(%)

85 정량 산출

6,194

치매검진수검율(%) 15.5 정량 산출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
율(%)

35 정량 산출

빈혈개선율(임산부)(%) 85 정량 산출

암 수검률(%) 25 정량 산출

사랑방건강교실 만족도(
%)

73 정량 산출

감염병 예방분석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

87 정량 산출

1,467검진 실적(%) 87 정량 산출

영유아 예방 접종율(%) 91.5 정량 산출

상하수도사
업소

누수, 원수부족, 수질불
량 시설 개량 등의 마을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
체사업(개소)

6 정량 산출

5,153

상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
율(%)

95.5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상하수도사
업소

○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
입 못한 방치공이나 지
하수개발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되어
방치공인경우 원상복구
를 위함

지하수 방치공 처리수(
개수)

5 정량 산출 20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원
수확보 및 확충으로 원
활한 지방상수도를 공급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제공

상수도 유수율(%) 73.5 정량 산출

10,498상수도 보급율(%) 63 정량 산출

상수도 수질향상율(%) 82 정량 산출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공하수도
관리평가점수(점)

93 정량 산출

6,919

공공하수도
보급율(%)

76 정량 산출

쾌적한 취·정수시설 운
영 및 정기적 상수도 수
질검사를 통해 군민의
보건위생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

상수도 사용료 수익(백
만원)

1,460 정량 산출 1,913

하수도시설의 긴급재해
시 신속한 유지복구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을 조성

하수도 사용료 수익(백
만원)

322 정량 산출 713

문화시설사
업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기
반시설 운영으로 행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유지보수 및 정비
건수(건)

51 정량 산출 853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
행사운영 및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
회)

87 정량 산출

779

연간 관람객수(명) 65,000 정량 산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보전

지정문화재 정비완료 실
적(건)

80 정량 산출

1,514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건)

80 정량 산출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건
)

75 정량 산출

물놀이어린이장 운영(명
)

350 정량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9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문화시설사
업소

배움의 열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95 정량 산출

292주민참여율(%) 135 정량 산출

각종 대회참여,재능기부
및 자격증 취득(건)

37 정량 산출

○ 함양군 평생학습도
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
업 발굴 및 신청
○ 지역주민들을 위한
군민자치대학 개설

군민자치대학 운영실적(
회)

3 정량 산출

70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수
(명)

80 정량 산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건)

1 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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