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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과정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상기 전임 하동군부군수가 무소속
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역대 하동군수 선거전 가운데 후보자 난립으로 가장 치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 격차가 거의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선거결과 선거인수 43,174명중 78.5%인 33,87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윤상기 후보는
24.73%인 8,079표를 득표하여 하동군민의 선택을 받았다.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로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78.5%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구명

구시
군명

선거 투표
인수 수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윤상기 이정훈 김종관 황종원 양현석 하만진 이수영 황규석

하동군
하동군 43,174 33,870

무효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8,079 5,645 1,437 2,255 6,805
(24.73) (17.28) (4.39) (6.90) (20.83)

기권
수

개표
율

계

702 6,542 1,202
32,667
(2.14) (20.02) (3.67)

1,203

9,304

100.0

하동읍 출신인 윤 군수는 진주농업전문학교, 부산대 환경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김해시
경제환경국장, 하동군 부군수,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거쳐 진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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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취 임

1. 취임식
50만 내외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2014년 7월 1일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외군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하동, 50만 내외 군민의 삶이 행복한 하동이 되도록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원칙과 기준, 기본이 바로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중심의 신속마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7. 1(화) 11:00
- 장 소 :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석 : 1,200여명
- 행사내용
· 충혼탑 참배
· 방문인사 접견
· 취임식
· 오찬(환경미화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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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사진

2. 취임사
존경하는 5만 하동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하동의 힘찬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상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군민 한분 한분께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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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하동을 이끌어 주신
조유행 군수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우리 하동군 의회를 이끌어갈
열한분의 군의원님께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동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끌어갈 양 수레바퀴의 하나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지지와 성원으로
하동군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수로 첫 걸음을 시작한다는 설레임과 기쁨보다는
그동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을 만났습니다.
하동읍의 시장, 악양면의 들판, 금남면의 바닷가,
옥종의 하우스시설 등 하동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애써지은 농산물,
어렵게 거둔 수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상심하시던 분들의 마음,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는 재래시장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던 상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동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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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동에 대한 열망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민들의 바램과 열망, 상처와 슬픔들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이제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소중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군민들의 열망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군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우리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 등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주와 박경리, 김동리, 박완서 등 대작가들이 하동을 노래했고,
소설 토지의 배경인 평사리 최참판댁, 쌍계사, 하동송림,
하동십리 벚꽃길, 화개장터 등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하면 언제나 우리 하동을 떠올릴 정도로
지역을 초월한 민초들의 정겨운 만남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동 미래 100년을 약속할
“갈사만의 꿈”이 서린 희망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하동은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역사, 튼튼한 문화가 있고,
꿈과 희망을 주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제 모든 땀과 눈물을, 제 모든 능력을, 오로지 하동,
오로지 하동군민을 위해 바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문화관광의 중심 하동,
역동적인 첨단산업의 중심 하동,
찬란한 역사와 희망의 미래가 공존하는 하동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할 군정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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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과 기준, 기본이 바로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자질과 도덕성을
항상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작은 숙원사업이라도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
마을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특정인의 입김으로 추진되는
밀실행정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신속, 정확한 마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39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탁상행정을 뿌리 뽑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수실에서 결재만 하고 앉아있는 군수는 되지 않겠습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군정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도 현장을 찾아 주민 편에 서서 일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봉사 단체들도 적극 참여시켜
군민일체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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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겨울 걱정을 하고,
겨울에는 여름 걱정을 하며,
재해 위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재해로 인해 군민들이 눈물짓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셋째, 최첨단기업과 신소재에너지 기업유치를 통해
생산성 있게 날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하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는 하동시 승격과
하동군민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이
하동의 발전을 약속하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과 같은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하동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자본을 끌어오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기업유치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직자에게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웰빙과 힐링의 땅,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과 지리산,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세계인이 즐기도록 해야 합니다.
남해바다와 섬들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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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을 중심으로 산악관광벨트 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산과 강, 바다를 연결하는 메가 인프라를 마련하고
하동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동의 숲 조성을 통해
사색이나 명상 등 힐링 체험장으로 가꾸어 나가고,
1년 내내 숲과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복합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즐기고, 먹고, 참여하고, 쉬어가는 하동,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우받는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일은 사람, 바로 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군민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소외된 군민들을 더 챙기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는
모두가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하동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에 명문 중학교와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우리 하동의 미래인 젊은 인재들을 하동에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군수가 앞에서 열심히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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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상규 국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의 뒷받침과
도·군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새로운 100년,
하동의 미래가 힘차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하동이 있기까지는 많은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공직자들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혁신이 없다면
하동의 미래도 없고, 공직자들의 존재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갖추고,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으로 무장해야 하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5만 하동군민을 위해 1시간 적게 자면
그만큼 5만 군민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국가와 지역, 사회를 지탱해온
공무원의 힘, 공무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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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또 하나의 전시행정만 낳게 될 뿐입니다.
동양고전 서경(書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다.”
저는 하동군민, 하동군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최고의 정치를, 최고의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하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
100년 하동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더 크고 강한 하동, 더 행복한 하동군민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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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평
군민의 기대와 함께 출발한 민선 6기는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하동의 미래 100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쉼 없이 달려 흘린 구슬
땀으로 하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간 4년이었다.
민선 취임 첫해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민선 6기 후반기는 계획된 시책을 정면 돌파하여 미래의 밑그림을 선명하게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군정의 기본방향
● 군정지표와 기본방향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

군정지표

기본방향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중심

하동군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이라는 지표아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 동안의 안전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 및 관행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군의 위기를 기회와 도전으로 바꿀 수 있는 마하행정, 창조군정을 시작
하였다.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도출하여 하동
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향후 하동이 나아가야 할 추진 경로를 만들어 군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만들어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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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목표

창조경제군정
(지역개발·균형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전략 도출로 하동 백 년 먹거리를 만들고, 군민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함

행복한 복지 군정
(교육·복지분야)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우받는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하동을 만들고 교육환경개선으로
도시의 학생들이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하동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초·
중·고등학교 육성

웰빙과 힐링 군정
(문화·관광분야)

문화와 예술을 산업화하여 지역민에게는 고소득 창출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하동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으로 세계인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웰빙과 힐링
휴양지로 발돋움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
(안전·행정분야)

재해·재난의 예방과 적기 극복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각종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원칙과 기준, 기본이
바로 선 행정추진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 이미지 구축

잘사는 농촌 부자 군정
(농축수산분야)

우리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농축산임업 분야별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귀농밸리를 조성하여 귀농인과 현지인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부농의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함

3.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가. 창조경제 분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조군정”
민선 6기 초기, 화재로 소실된 화개장터를 4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피해 장옥 5동 39칸을
복원·개장하여 정상화한 후,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6동 36칸의 장옥의 추가 건립과 소설
<역마>의 옥화주막을 재현 재개장해 화개장터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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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면 목통마을에 소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설치로 탄소
없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량면 영신원마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선정
되어 융·복합사업, 간이양로시설, 테마파크,
체험 관광지로 새로운 개발 에너지 자립의
명소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읍내 지중화
화개장터 복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였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로 2014년 9월 미국 어바인시와 저지 시티,
2015년 4월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9월 오스트리아 빌라흐시 방문 교류 제안서를 전달
하였고 베트남 등과 국제교류를 확대 실시하였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및 부산동구청과
201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 시장 현대화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 봄나물 장터 활성화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태양광 등 공공분야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개장터 개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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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복복지 분야
“군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복지사업”
2016년 5월 해양낚시공원 개장으로 어촌체험 관광 활성화와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새뜰공모사업에 화개면 범왕지구와 적량면 영신원
마을이 선정되어 각각 42억 원과 2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다. 군민 건강증진사업과
공동주택보급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하동읍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 등 복지분야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후학사랑 장학사업이 2015년 7,555명 2,171백만원의 출연금이 2017년 17,529명 2,288백만원
으로 기탁자와 기탁금이 증가하였다.
● (재)하동군장학재단 연도별 출연현황 (2015년 ~ 2017년)

연도

일반출연+자동이체
+하동군합계
건수

금액

계

44,991

6,998,172,877

2015

7,555

2016

19,907

2017

(단위 : 명, 원)

일반출연

자동이체

하동군(교육경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425

1,980,777,877

44,558

2,171,261,800

115

481,078,800

2,538,161,500

167

2,288,749,577
17,529
후학사랑
장학사업143

건수

금액

507,732,000

8

4,509,663,000

7,438

90,183,000

2

1,600,000,000

825,034,500

19,737

213,127,000

3

1,500,000,000

674,664,577

17,383

204,422,000

3

1,409,663,000

기탁자

금액

기탁금 (단위 : 만원)

300000
250000

230,063

200000
150000
100000
42,021

50000

13,830

5,782

0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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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행복택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맞춤형 관광택시 운영으로 관광 하동의 이미지도 개선되었다.
하동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되고 여성 산부인과 개원 등 의료 취약지역에
질높은 의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상 추진과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맞춤식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밖에 공영어린이집 신축, 고전 목욕탕 건립,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 청암 원묵계와 나본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였다.

다. 웰빙·힐링 분야
“하동군, 천혜의 자연 환경”
수년간 방치됐던 청암면 비바체리조트와 화개면 켄싱턴 리조트가 개장되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5년 1월에는 하동군과 상해국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2월
중국기상항공 및 강생국제여행사와의 전세기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월과 5월 중국 관광객
300여 명이 하동을 방문했다. 2016년 1월에는 중국과 베트남, 중국 동북 3성 등에서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 중국 항주, 상해, 동북 3성 등에서 100여 명이,
6월 동남아에서 80여 명이 하동을 관광하였다.

켄싱턴리조트(좌)와 비바체리조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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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하던 축제는 더욱 개선하고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 축제, 북천 꽃양귀비 축제,
옥종 딸기체험축제,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여
2015년 524만명이던 관광객이 2017년 667만명으로 급증해 500만명 관광시대를 넘어 600만명
관광시대를 맞이하였다.

섬진강 재첩 축제(좌)와 북천 꽃양귀비 축제(우)

● 연도별 관광객수 현황

연도

(단위 : 명)

관광객수
내국인

계

외국인

2015년

5,240,395

5,216,070

24,325

2016년

6,043,208

6,018,190

25,018

2017년

6,671,421

6,652,881

18,540

비고

하동군 관광객 수 변화
관광객 수 (단위 : 만 명)

600

571

500
440
404

400

300

~
~
0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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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빅스윙, 파워팬, 퀵점프, 전망대 설치와 구)북천역과
구)양보역을 잇는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 설치 등 스릴과 모험, 힐링과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리고 지리산의 숲 속에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치유와 힐링을 즐기는 구재봉자연휴양림은
이미 하동의 명물이 되었으며,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는 옥종 편백 자연휴양공원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무대인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 박경리 문학관을 개관
하여 유품 41점과 각 출판사가 발행한 소설 <토지>전집, 초상화, 영상물 등을 전시하였다.

라. 부자농촌 분야
“하동 농촌의 명품화, 세계시장 진출”
민선 6기 시작 전년도 말의 수출실적이 647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민선 6기 시작과 동시에
LA 판촉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을 추진한 결과 2014년 말 수출실적이 1,027만 달러에
이르렀고, 2015년 10월 미국, 캐나다 농·특산물 판촉전에서 4,320만 달러 수출협약 체결,
2016년 1월 베트남에서 1,000만 달러 수출협약 체결을 하였다. 2월에는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
하였고, 몽골, 말레이시아, 호주에서 농산물 세일즈 활동과 판촉전을 개최하여 쌀과 신선
농산물 등을 1,050만 달러의 수출협약 체결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15년
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6년 야생차 문화축제 시 10개국 15명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9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군내 생산작목반, 가공업체, 농협 등 수출 마인드
향상을 하였다. 또한, 2015년 연말 수출실적 1,800만 달러로 민선 5기 마지막 해의 258%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2017년 수출목표액인 3,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으로 농업 기계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꽃 양귀비 축제와 연계해 경전선 폐철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였다.
그 밖에 악양면 평사리 친환경 황금 들판 조성, 화개면 무농약지구 프로젝트, 미나리·
고들빼기·곰취·체리 등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 장생도라지와의 체결·계약재배 농가
확대와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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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하동녹차가 세계중요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차 시배지로서 국내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수출 업무 협약체결

마. 안전·청렴 분야
2015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과 전문 관제 인력 1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한 각종 사건과 사고,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 야간통행 안전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와 주민주도형 마을 안전공동체 형성, 산간벽지
노인을 위한 건강 지킴이 사업, 고전·옥종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생활안전인프라를 구축
하였다.
하동경찰서·서해량·송림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진행과 내륙권순환도로와 남해안
일주도로 확장·포장 공사, 국도 19호선
하동∼평사리 확장·포장 공사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다.
각종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형
시설물과 취약계층의 주택 점검, 자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공사 등 항구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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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농촌생활 용수
개발, 마을하수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수도환경 기반을 구축하였다.

4. 군정의 역점시책
가. 창조경제 군정
(1) 도시가스 공급
● 사 업 량 : 1,000세대
● 사 업 비 : 6,457백만원(도비 207, 군비 6,250)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업내용 :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2) 화개 복합행정타운 조성
●위

치 : 화개면 땅번지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업내용
- 화개면 청사, 보건지소, 파출소, 농협 이전
- 기존 청사부지 주차장 조성 등

(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위

치 : 하동읍 광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내용 : 마을정비 1식, 공공임대아파트 100호(영구 10, 행복 20, 공공 70)
● 추진방식 : LH주관 사업추진

(4)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위

치 :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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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100,000㎡ ~ 150,000㎡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내용
-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 생활 인프라 확충(도로 개선, 쌈지공원 조성, 공동주차장)
- 지역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창업 인큐베이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5)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추진
●위

치 : 하동읍 도시지역 일원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 5,600, 도비 720, 군비 1,68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읍민광장 및 주차장 조성, 하동 1970관 조성(운영), 하동공설시장 정비

나. 행복한 복지군정
(1) 노인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987-1번지 외 16필지(4,078㎡)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618㎡ → 2018년 5월 준공 예정

(2) 분만 산부인과 개설 운영
●위

치 : 하동읍 구. 홍수통제소

● 산부인과 규모
- 시 설 : 진료실, 처치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포함(635.72㎡)
- 장 비 : 정밀초음파 검사기외 17종 25점

제2장 군정 주요성과

63

민선6기 군정기록집

(3)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위

치 : 하동읍 읍내리 148-1

● 사 업 비 : 1,294백만원/치매안심센터 신축 1동(450㎡)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등록·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 전체 돌봄
-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 재활까지 단계별 서비스 제공

(4) 1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 추진
●위

치 : 전 읍면 신청 경로당

● 사 업 비 : 88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52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경로당 내 생산적 일감 갖기 사업 추진
- 뜨개질, 짚신제작, 짚공예 등

(5) 한발 앞선 시작「명문대 보내기 프로젝트 in하동」
● 사업대상 :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사업내용
- 고교생 전체 대상 수능 유명학원강사 초빙 국·영·수 주말특강
- 입시 전 유명대학 탐방 및 대학생 멘토링 실시
-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입시 컨설팅, 진학 설명회 개최

(6) 아이와 맘(Mam)편한 보육시설 육성
● 사 업 비 : 2,902백만원(국비 180, 도비 72, 군비 1,250, 기타 1,400)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사업내용 : 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법인어린이집 등 기능보강사업
⇒ 어린이집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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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교통타운(하동공영터미널)조성사업
●위

치 : 하동읍 비파리 지내(신 하동역 앞)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복합교통타운 조성 A=13,901㎡
- 1단계 : 하동공영터미널 및 주차장 조성 7,214㎡
- 2단계 : 하동공영주차장 조성 6,687㎡

(8) 국민 임대주택 건립사업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14,551㎡)

● 사 업 비 : 26,839백만원(민자사업) / 연면적 16,817㎡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복합교통타운 조성 A=13,901㎡
- 규모 : 16㎡형 108세대, 33㎡형 138세대, 46㎡ 60세대
- 부대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놀이터 등
⇒ 2018. 6월 : 준공 및 입주예정(전체 306세대)

다. 웰빙과 힐링군정
(1)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위

치 : 하동군, 광양시 일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도비 1,050, 군비 2,450)
● 사 업 량 : 문화예술교류센터(전수관, 체험관, 교육관 등)건립, 정호승시인 문학관 건립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섬진강 양안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거점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동서
통합의 상징적인 관광 중심지대 개발

(2) 지리산 상상미술관 건립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 일원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군비 1,050, 민자 10,000)
● 사 업 량 : 건립부지조성 30,000㎡, 미술관건립 4,000㎡, 진입로 모노레일 설치 7.3km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제2장 군정 주요성과

65

민선6기 군정기록집

● 사업내용 :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공간인 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으로 문학수도 하동 선점

(3)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조성사업)
●위

치 : 하동군 화개, 악양, 횡천, 청암면 일원

● 사 업 비 : 46,000백만원(국비 23,000, 도비 6,900, 군비 16,100)
● 사 업 량 : 소형열차 및 모노레일 L=15.3km, 정거장 3개소, 전망대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사업내용 :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소형기차를 이용한
자연경관 체험열차 운행

(4) 금오산중심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
●위

치 :하동군 금남면 금오산 일원

● 사 업 비 : 16,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 사업내용
- 전망대 1개소, 주차장 24면, 진입도로 대피소 17개소 설치완료
- 빅스윙, 파워팬/퀵점프, 짚와이어(아시아 최장 3.18㎞) 준공
- 2018년 계획
·알파인코스터, 모노레일 설치
·에코어드벤처 시설 및 기반시설 준공, 숙박시설 민자 유치

(5)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
●위

치 : 금오산 정상 ~ 청소년 수련원 인근

● 사업내용 : 케이블카 L=2.5㎞, 상하부 정거장 1식
● 사 업 비 : 38,000백만원
● 편입토지 : 33필지 40,790㎡(개인소유 21필지 18,684㎡)
● 사 업 자 : ㈜HDD (민간투자사) → 2018년 12월 완공 및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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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위

치 : 섬진강변(하동군, 광양시, 구례군)

● 사 업 비 : 7,500백만원(국비 3,750, 도비 1,125, 군비 2,625)
● 사 업 량 : 나룻터(황포돛배)복원, 강변쉼터, 갯벌체험장, 생태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섬진강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레포츠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동서간 연계성 강화

(7)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위

치 :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조성(50ha), 치유센터 993㎡, 등산로, 치유숲길
- 임도 2,000m, 야외쉼터 1,000㎡, 대피소 3개소
- 위생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기반시설) 등

(8) 하동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3-1번지 일원(섬진강변)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3,000, 군비 3,000)
● 사 업 량 : 130,000㎡
- 재첩 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족욕장, 재첩 모래밟기, 아트플라자
- 재첩 놀이터, 재첩 열차, 재첩미로단지, 탐방로, 글램핑장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하동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숲과 휴식공간 조성

(9) 하동공원 플라워 파크 센터 조성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404 일원(하동공원내)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210, 군비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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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170,000㎡
- 대나무 숲길(죽림)조성, 어린이 정원, 섬호정 옛 정원, 조각정원
- 오룡장 이야기 정원, 피크닉 정원 등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지속
● 사업내용 : 지역랜드마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원 조성

(10) 탄소없는 녹색마을 조성
● 지정현황 : 5개마을(목통, 의신, 단천, 범왕, 오송)
● 추진현황
- 신재생에너지 조성(소수력발전(49.2㎾)2개소, 태양광(30㎾)1개소, 풍력(3㎾)2개
건립)
- 물레방아 복원, 생태하천 정비, 보부상길 정비, 출렁다리 복원 설치,
아름다운 간판정비, 마을안길 황토포장
●목

표 : 3개면 10개마을 조성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11)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번지 외 10필지 대송소류지 일원

● 사 업 비 : 34,579백만원(국비 9,083, 도비 800, 군비 24,696)
● 사 업 량 : 소각 30톤/일(여열회수포함), 매립 4만㎡, 재활용선별시설 10톤/일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제 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A=102,746㎡)

(12) 진교근린공원 조성
●위

치 : 하동군 진교면 일원

● 사 업 비 : 12,95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69,000㎡(진교 56,000㎡, 하평 13,000㎡)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사업내용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

(13) 금남 복합휴양센 터 조성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위

치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공유수면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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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10억원(국비 49, 도비 6.3, 군비 19.7, 기타 35)
●사 업 량:
- 1단계 : 부지조성(공유수면매립) A+45,480㎡(13,757평)
- 2단계(금남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해수탕)
커뮤니티광장,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 사업내용 :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14)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위

치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 174번지 일원

● 사 업 비 : 19,500백만원(국비 7,800, 군비 11,700)
● 사 업 량 : 스포츠파크 조성 1식(A=231,678㎡)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업내용 :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5) 민다리 수영장 건립
●위

치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 27-1번지 일원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000, 군비 3,000)
● 사 업 량 : 수영장 건립 25*6레인/ 유아풀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식

라. 잘사는 농촌 부자 군정
(1) 하동송림백사장 복원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송림공원 백사장

● 사 업 비 : 698백만원(국비 348, 군비 350)
● 사 업 량 : 백사장 복원 25,000㎥/ 년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업내용 : 송림 백사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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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위

치 : 하동군 적량면 서리, 청암면 명호리 일원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9,800, 도비 504, 군비 3,696)
● 사 업 량 : 1,000ha
● 사업기간 : 2017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산림기반시설, 조림, 숲가꾸기, 산림소득사업 등

(3) 2018년도 농·특산물 5,000만불 수출 달성목표
● 수출목표 : 파프리카, 녹차, 배, 밤, 단감, 딸기, 밤호박, 재첩, 버섯, 곶감,
녹차참숭어 외 가공제품류(매실엑기스, 라이스칩 등)
● 추진실적
- 2014년 1,027만불 수출
- 2015년 1,800만불 수출
- 2016년 2,502만불 수출
- 2017년 3,007만불 수출
● 향후계획
- 수출 가능국 중심 신규 수출품목개발(아이스딸기, 감말랭이 등)
- 해외시장 신규개척(중동, 남미 등)
- 현지 외국인 선호 포장재 개발 지원
- 수출전문업체 확대 육성(11개 ⇒20개)

(4) 농업기계화 정착지원 기반조성
●위

치 : 하동군 적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분소

● 사 업 비 : 4,600백만원(국비 1,300, 도비 990, 군비 2,310)
●사 업 량
- 농기계교육장 건립 : 1개소, 교육 30회/년
-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 1개소, 농기계 확보 23종 30대
- 농기계 현장수리 순회교육 및 무상부품 단가 상향 조정
·현장수리 순회교육 120회/년
·무상부품 단가 조정 : 10,000원⇒20,000원

70 제2편 군정형성 및 주요성과

민선6기 군정기록집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 교육장 건립 및 분소 설치

(5)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마을 육성
● 사업목적 :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농촌지역 맞춤식 생활안전 기반조성으로 농촌사회
돌봄 효과 및 정서적 안정성 강화
●위

치 : 하동군 일원

● 사 업 비 : 416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104개 마을(매년 26개 마을 공동시설)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공동생활 안전시설 장비 지원, 건강 생활환경 조성

(6)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 전략작목 단지조성 실적 : 37.5ha (체리 14.5, 미나리 10, 곰취 10, 고들빼기 3)
● 2018년 사업내용
- 체리마을 조성사업 : 13개 마을/6ha
- 기능성 소득작목단지 조성 : 10ha
-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지원 : 1ha
- 미나리 단지 추가 조성 : 11ha

마.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
(1)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위

치 : 하동군 전지역

● 사 업 비 : 599백만원(국비 449, 도비 50, 군비 100)
● 사 업 량 : 13개 지구 1,300필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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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륙권 순환도로망 확충사업
●위

치 : 고전면 성천리 ∼ 적량면 고절리 지내

● 사 업 비 : 8,400백만원(도비 1,500, 군비 6,900)
● 사 업 량 : 총연장 L=6.0km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 사업내용 : 내륙순환도로망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사업
●위

치 : 진교면 고룡리∼금남면 노량리 지내

● 사 업 비 : 20,100백만원(도비 3,000, 군비 15,600, 기타 1,500)
● 사 업 량 : 총연장 L=13.3km
● 사업기간 : 2004년 ∼ 2020년
● 사업내용 : 남해안을 유명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4) 지방도 1003호(횡천∼평촌)위험도로 구조개선
●위

치 : 횡천면 횡천리 ∼ 청암면 평촌리 지내

● 사 업 비 : 2,400백만원(국비 1,200, 도비 1,200)
● 사 업 량 : 위험굴곡구간 5개소 개량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지방도 1003호선 구간내 위험도로 구조를 개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5)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 1구간 버스터미널 ~ 읍사무소 구간 L=0.72㎞ → 사업완료
● 시가지 확대 구간 사업 추진중
- 2구간 버스터미널 ~ 송림구간 L=1.20㎞ 추진중
- 3구간 버스터미널 ~ 화산삼거리 L=0.96㎞ 설계중
- 4구간 읍사무소 ~ 서해량삼거리 L=0.52㎞ 사업신청

(6) 하동읍 상·하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추진
●위

치 : 하동읍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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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0,723백만원(국비 5,362, 군비 5,361)
● 사 업 량 : 상수도 관망교체 및 확장 L-55km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업내용 : 하동읍 상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7)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위

치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11개읍·면(금성, 청암면 제외)

● 사 업 비 : 21,537백만원
● 사 업 량 :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L=45km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 연도별 각종 수상현황
●총괄현황 (2014.7월 ~ 2017.12월)

연도

(단위:백만원)

총계

국·도정 평가

공모사업

건수

금액

건수

계

상사업비

시상금

건수

계

국비

도비

계

210

130,267

109

2,631

2,479

152

101

127,636

113,261

14,375

2014년

28

18,913.2

23

358.2

354

4.2

5

18,555

15,150

3,405

2015년

48

22,404.3

21

360.3

350

10.3

27

22,044

19,266

2,778

2016년

62

22,016.5

33

934.5

855

79.5

29

21,082

18,164

2,918

2017년

72

66,933

32

978

920

58

40

65,955

60,681

5,274

국·도정 평가 현황

공모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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