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산업·경제 ● 제5편 정치와 행정

1. 2008년
1) 2008 어메니티 서천을 빛낸 10대 포커스
○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 중앙부처 공모사업 전국 최고 성적 달성
○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358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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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고 규모의 복합 노인복지단지(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
○ 서천군 중장기발전계획 마련
○ 서천군 농업발전전략 및 공동브랜드 개발
○ 평생학습도시 및 Best HRD 선정
○ 한산모시특구 지정 및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
○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2) 주요추진사업
(1)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신도청 이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개통 등 서천군을 둘러싼 획기적인 개발계획에 대응하여, 환황해권의
관문이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으로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하여

- 서천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추진
-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의 지원 협력체계구축
-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연계 민간자본유치 전략 및 주변 개발 계획 마련
- 권역별 지속 가능한 생태자원 복원 및 개발
- 연안권 정비사업을 통한 갯벌 복원·습지지정 및 송림보호 등 생태자원의
복원·관광지원화
- 금강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기반 조성 및 신성리 갈대밭 생태개발 추진
- 내륙권 봉선지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2) 친환경 농수산업과 생태산업육성
● 자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확보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 서래야 쌀 명품화 사업 및 유통인프라 구축
-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
- 지역식량 선순환 체계 구축(Local Food System)
- 한산모시, 소곡주 등 향토지연 산업 명품화
- 제2기 신활력 사업(씨푸드 클러스터 사업) 추진

● 고유의 향토문화, 역사 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컨텐츠 개발과 이벤트관
광·문화관광·탐조관광·체험관광·쇼핑관광 등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위하여
- 문헌서원 전통역사마을 조성사업
- 봉선리 유적공원 조성사업
- 동자북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사업
- 서천군 인터넷 쇼핑몰(S-mall) 운영
- 지역내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

(4)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복지 실현
● 고유의 향토문화, 역사 자원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 교육·문화·체육이 집적화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 마서 옥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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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천군 중장기 교육발전전략 수립
-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자활지원 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및 여가시설 확충 사업
- 장애인 직업교육 및 다문화가정 교육 확대

(5)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균형개발
●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광역권 개발
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사업 발굴, 지역내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 : 7년간, 359억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 7년간, 2888억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 5년간, 500억
- 지역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추진

(6)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강화
●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새로운 주소체계구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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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를 위하여
- 성과관리시스템 및 경력개발제도(CD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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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양성프로그램 강화 운영
- 새주소 부여사업
-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 주민참여 예산제 및 사업별 예산제 운영

2. 2007년
1) 2007 어메니티 서천을 빛낸 10대 포커스

○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사업
○ 봄의 도시 서천만들기 사업

○ 제2기 신활력 사업(씨푸드클러스터)
○ 한산 거점면 소재지 활력화 사업
○ 물버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평생학습도시 선정
○ 한산모시특구 지정
○ 내포문화권 및 금강권 광역개발계획 포함
○ 개발촉진지구 지정

2) 주요추진사업
(1)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으로 서천의 재도약 계기 마련
● 1989년 지정고시된 이래 18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되어온 장항산단이
정부와의 대타협을 통해 마침내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으로 결실을 맺음
● 정부의 정책기조에 흔들리지 않는 명문화된 협약문서 마련 : 부지 선정을

사업명

내륙산단 조성

국립생태원 건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규모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265만㎡(80만평 이상)
장항, 마서
2007~2013(2010 착공)
5,600억 원

105만㎡(30만평)
마서 일원
2008~2011
3,400억 원

33만㎡(10만평)
장항 일원
2008~2012
1,200억 원

내용

첨단복합산단

세계 주요 생태계
연구, 교육 및 전시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전시

소관부처

건설교통부(토지공사)

환경부

해양수산부

(2)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전략사업 발굴·시행으로 꿈과 희망
이 있는 서천 건설
●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정부대안 사업을 비롯한 행복도시 건설, 신
도청 이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서천군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
화에 대한 대응과 향후 5년간의 미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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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고 사업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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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문화권(7개년, 359억), 금강권 등 광역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지정(7
개년, 2,888억), 도 균형발전계획(5개년, 500억)에 서천 포함 : 지역자립기
반 구축을 위한 동력원 확보
● 지역개발사업간 융합으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 : 장항소도읍 육
성 사업, 길리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 미래 서천의 신 성장동력 창출 : 봄의 도시 서천만들기와 어메니티 관광전
략 상품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

(3) 경쟁력있는 농어업 만들기로 농어촌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서천쌀 명품화단지 조성(450ha)과 자연친화적
지력증진을 위한 헤어리벳치(녹비작물) 사업 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농산물 공동브랜드(서래야) 및 김 공동브랜드(미작, 미고)를 개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본격적인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기반 구축
● 향토지연 산업의 명품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한산모시 특구지정, 한산소곡
주 특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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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문화, 복지 여건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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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고의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9월 장애인
복지관 개관 : 2008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휴양시설 등 공사를 마무
리하여 더욱 향상된 군민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계획임
● 평생학습도시에 선정 : 서천문화학당 100회 돌파와 방과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통
합 조사 및 서비스연계사업 등 수행
● 기초생활보장분야 대통령 표창, 지자체 복지종합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사
회 복지분야 전반에서 우리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둠
●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개최 :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펼침

(5) 성과와 주민중심의 경영자치행정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을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민박
등 7개 포럼을 확대 운영
● 성과와 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경력개발제
도 운영
● 아름다운 서천 경관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임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
업, 관광 이미지 개선 사업
● 주민 참여 예산제 및 사업별 예산제 시행 :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

3. 2006년
1) 주요추진사업@ @
@
(1) 어메니티, 서천혁신마케팅 사업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新성
장동력 창출
● 道 특별지원 신활력 대응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 향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마케팅, 소규모시범 사업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 2006년 세부추진성과 : 지역개발 외 4개 분야에 지역혁신 상임 자문단 5명을
위촉, 민박 등 7개 포럼을 구성,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 향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 : 서천군 농업발전 전략
수립과 연계, 농수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 개발
● 서천읍 공간문화 재구성 사업(舊서천시장 부지 정비 사업) 추진 : 주민참여 방
안 마련으로 아름다운 서천 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임

(2)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
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
●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BSC) 기반 마련 및 사업별 예산제
도 시범운영
● 지역혁신역량 강화 교육으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
회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공공부문 BEST
HRD) 수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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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담는 정다운 경관조성 등 4개 분야에 ’
05년부터 총 64억 원을 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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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문화학당 및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 : 지식사회를 대비한 주민의 지식
함양과 평생학습의 장 마련
● 농업인 교육관을 완공 : 전문농업인 육성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다목적 교육
장으로 전문농업 교육시스템 확립

(3)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정주여건향상과 주민소득 향상에 최
우선
●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돈 되는 서천농업 만들기 위한 서천군 농업발전
전략 수립
●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농림부 장관상 수상 : 판교면 등고리에 조성하
는 친환경생태마을인 산너울마을 조성사업이 전원마을 최적지로 평가받음
● 주민들이 가깝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 공간인 서천그린
PARK 조성
● 서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 2003년부터 175억 원 투자, 친환경적 하수
처리를 통해 주민 공중위생 및 판교천 환경정화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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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머무는 관광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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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만 갯벌체험관광마을 조성 : 관광과 갯벌 체험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적인 개발로 주민소득에 기여
●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관광자원개발 사업 기반 조성 : 영화‘공동경비구역
JSA’촬영지이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갈대 7선으로 선정
● 우리나라 최초 성경전래지인 서면 마량리 일대를 기독교 관련 역사·문화
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사계절 관광지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춘장대해수욕장 공사 마무리

(5) 1·2·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기업의 경쟁
력 제고
● 서천 김 명품화 사업 추진 : 산업자원부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으로 선정, 판로
확보 및 공동브랜드화로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서해 청정해안에서 생산되는 젓갈과 건어물을 가공 할 수 있는 판매단지 조
성, 관광객에게 판매,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기반 구축

● 한산모시 지리적 표시등록, 저마사 개발특허 등록 및 모시차 개발 등 한산
모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짐

(6) 문화·복지 인프라의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 사회복지 마스터플랜인 서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 : 종천면 종천리 37-3번지 일원에 어르신들이 편
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최고 모범시설로 조성중
● 4개 사업에 400여명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4. 2005년
1) 주요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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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염원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 여건 조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계획 374만평 변경 승인, 호안도로 공사비 400억 원 및 제 1·2진입로
127억 원 등 공사비 총 527억 원 확보로 숙원사업 해결
●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장항읍 선정 : 중심시가지 리노베이션사업 등 3개
권역에 4년간 투자(총 243억 원), 산업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기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서면 월하성에
200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련원(부지 3만평, 150실 규모, 457억 원
소요) 기공식 후 공사가 진행중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예측됨
● 한산모시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선정으로 모시진흥 및 생산기반 구축 : 한산
모시의 미래산업화 도모를 위해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자, 전통모시의 계승
발전과 기계모시 생산기반 구축 및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한산모시 브랜드
로열티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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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

● 다기능 어항 대상항으로 홍원항 선정 : 2007년 부터 215억 원 투자

(2) 문화관광기반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선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장 조성
@@@: 총 30억 원을 투자, 한산면 동산리 마을에 산재한 문화·역사자원의 복원
및 주민마인드 함양 등 주민소득 향상을 추진
● 어메니티 가치의 관광상품화 노력 : 세계 최고의 천연섬유 축제인 한산모시
문화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독특한 테마축제 개최
- 봄 : 동백꽃 / 주꾸미, 모래, 앵두, 광어축제 등
- 여름 : 춘장대 뮤직페스타
- 가을 : 전어, 갈대축제
- 겨울 : 철새탐조투어, 해짐이 및 해맞이축제
● 5도 2촌형 생태체험 관광체계 구축
- 비인만 갯벌체험 조성(서면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조성(종천 당정)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비인 남당), 전통테마마을 육성(기산 화산)
● 서천문화학당을 통한 평생교육의 장 구현 : 군민의 상대적 문화 빈곤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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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생교육의 장 제공,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역사, 문화, 교양, 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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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 등 저명 강사진을 편성·운영(총66회 27,000여 명)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운영을 위한 다각적 노력 : 2004년 충청남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고객지향적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2005년 제2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수상(서울경제·한국일
보사 주최 / 행정자치부 후원)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천사랑장학회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 등 교육지원사업의 기반 마련
- 서천군학교급식조례 제정 : 2005. 7
- 서천사랑 장학기금 : 31억 원 조성

(3) 친환경인프라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
●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금강생태공원 조성 : 2010년까지 총
150억 원 투자 생태박물관, 철새탐조시설, 국제조류센터, 생태탐방루트, 습
지공원, 갈대문화공간 등 조성

● 생활오수로 오염된 도심속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주민들에게 휴식공
간 제공 : 2007년 12월까지 총 2,153백만 원을 투자, 수중생태연못·분
수·생태관찰원 등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봉선지 수변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서천
군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대안 제시 : 길산권역 3개 마을의 농촌마을종
합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봉선지구 수변개발 사업의 확정, 향후 3년간
총145억 원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
●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적극 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 : 62.2ha
- 한우경진대회 및 농어촌발전대상 입상

(4) 사회 안전망과 주민건강관리 강화
●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실버정책 추진 : 2007년까지
총 240억 원 투자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시설, 생태하천 등 조성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안전망 구축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각종 장애수당 지원, 집수리 지원, 자활
사업 등 법적·제도적 지원에 충실하며 불우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확대추진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 낡고 협소한 2개소의 보건지소 신축 : 판교, 마산
- 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 : 도삼, 상좌, 자앙, 팔지, 선동
● 노인제초교실, 임산부 교실, 태극권교실, 건강포크댄스, 금연클리닉 등 다
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 어메니티건강교실 운영 : 주4회, 5개소
- 어메니티경로당 운영 활성화 : 29개소
- 거동불편자 중심의 방문보건 추진 : 9,158회, 509명
● 여성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기능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건전한 가정 만들기 적극 추진
- 여성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설교육 운영 : 2개소, 924명
-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확대
- 여성단체 운영 및 각종 여성대회 지원 : 9개 단체, 8,9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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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발굴과 사랑나누리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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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
1) 군정방향
21세기 쾌적한 농촌
Amenity 서천

○ 살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고장
○ 질 좋은 농수산품이 생산·판매되는 고장
○ 체험관광이 잘 발달된 고장

2) 주요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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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메니티 서천’기반구축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 어메니티(amenity) : 자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여 사람이 사는 곳을 안전
하며 쾌적하며 풍요롭게 가꾸는 것
○ 어메니티 서천 : 서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회·문화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쾌적함과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 어메니티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 어메니티 서천 비전의 체계적 추진과 서
천의 미래상 마련, 어메니티 실천을 지원하고 상징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
정, 어메니티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어메니티 실천운동의 전개 : 어메니티에 대한 개념·정신·이해를 위한 군
정비전 알리기 프로그램 마련 시행(홍보지, 실천공모 등), 자발적 어메니티
실천을 위한 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참여 유도(푸른서천 21, 포럼, 어메니티
연구회 등)

(2) 서천경제의 활력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 장항경제 살리기 및 향토산업 육성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가시화(호
안도로 공사비 30억 원), 소도읍 사업에 장항이 선정되도록 추진, 장항 원수
제2농공단지 조성 마무리, 갯벌생태 교육특구 지정(마서~종천~비인~서면
일원의 갯벌을 특구로 지정하고 교육관 건립, 종패 투입, 생태환경 조성 등
의 사업 전개)
●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선도기업 유치 : 지방산업단지 조성(장항, 마서 일원
에 10만평 규모로 5개년간 총 120억 투입 계획), 대기업의 대표자들과 면
담·설득하여 선도기업 유치, 종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11개 업체), 서
천특화시장 조성사업 완료
● 서천쌀과 서천김의 네임벨류 향상 추진
-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 고품질 쌀 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쌀 인
증농가 5개소 지원
-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 현장 기술지원(오리농법, 무농약, 유기재배 등 확
대 150ha, 화학비료 절감, 친환경비료 증대 80%)
- 서천김 가공산업 육성 : 재래김 가공공장 및 조미김 공장 집적화, 우수 김
생산을 위한 유기산 공급사업 추진, 서천김 고급 브랜드화 해외판로 확대
- 5만평 규모의 쌀문화센터 건립 : 3개년간 총 77억 원 투입 계획
- 친환경쌀 브랜드 개발로 서천쌀의 인지도 향상 도모
- 에메니티 라이스상 제정 운영 : 고품질 쌀 개발로 서천쌀 부가가치 창출
- 비인만 젓갈, 건어물 판매단지 조성 : 2005년까지 총 12억 원 투입

(3)‘다시 찾고 싶은 관광 서천’구현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역사현장의 관광명소화 추진
- 1읍·1면 전통문화 갖기
- 문화거리 조성 : 장항 도선장, 장암진성 주변거리
- 서천읍 중심지에 문화·복지 Complex 건립 추진
- 문화예술제 및 공연의 활성화 : 기벌포예술제, 영화상영 및 연극 초청, 피
아니스트 초청 콘서트 개최
- 문화유적별 3개 분권 구분 개발 : 인물권, 종교권, 유적권 구분 추진
- 비인 독살, 성경전래지 등 지역 문화재 7개소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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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문화센터 건립 및 농수산품의 상품개발과 브랜드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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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중인 매장문화재를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 및 유적공원·전시관 유치
● 4대 축제의 정체성 확보 및 다양한 축제 개발
- 제15회 한산모시문화재(5. 1~5. 6) : 모시체험장 및 전시장 확대, 메인행
사의 내실화 추진
- 어메니티서천 지역 축제 활성화 : 지역민이 적극 참여하는 내실있는 축제
추진(해돋이 축제, 동백·주꾸미 축제, 전어 축제)
- 다양한 신규 이벤트 개최 : 춘장대해수욕장 해변축제, 송림산림욕장 모래
의 날 이벤트, 신성리 갈대 축제 등
●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패키지 관광의 개발
- 비인면 선도리 일원에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 비인면 다시2리 일원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 농촌전통 테마마을 시범 육성 및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교류
- 어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 : 송석마을, 월하성마을
- 장항읍 창선1리에 수산물 직판장 설치 : 지역특성을 살린 수산물 판매시장
육성
● 춘장대 해수욕장의 자연친화적 개발 : 자연과 숲을 보전하며 개발하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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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발, 9만평 규모에 569억 투입(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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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과 나눔을 통한‘어메니티 복지서천’구현
●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생계 및 교육급여 지원 4,438명, 자활후견기
관 운영지원 1개소,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4,712명,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 :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10명 참여, 민간위탁(사
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과 직접사업(근로유지형, 인턴형)을 구분 시행
-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 3,689명, 장애인복지관 건립
1동, 장애인 재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0가구
- 불우아동 및 보육시설 안정화 : 아동보육 1,740명 지원, 불우아동 27명
건전육성
●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 노인 생활복지 실현 :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결식
노인 식사배달사업, 비인 노인건강센터 건립
-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 : 5개소

- 주민 휴게실 건립 : 5동 신축
- 거동 불능, 불편자 및 장애인 등 650명 방문보건 사업 실시
- 노인복지타운 조성 : 종천면 종천리에 2만평 규모로 단계별 추진
● 건강생활 3대 실천운동 전개 : 신체활동 증진사업,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
연사업 (금연학교 3개교 지정운영), 어린이 신체활동 및 운동·영양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 체육동호인 활성화를 통한 군민체위 향상 : 생활체육 13개 교실 운영, 게
이트볼 경기장 2개소 건립, 테니스대회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금강변
체육시설 5Km 조성
- 직장체육팀 육성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청소년 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어울마당 외 3개),
청소년 동아리 육성(10개 동아리)
- 내실있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1단
체), 청소년 상담실·공부방 운영 : 3개소,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1회
500명)

(5) 참봉사행정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회 소외계층 과 대화, 현장 방문 숙원 사업해결),「열린 군수실」
과「이동 군
수실」운영으로 의견 수렴채널의 다양화, 홈페이지 정보이용 활성화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의 알찬 실천 :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 참여식
친절교육 강화,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 및 역할연기대회 개최
●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식기반의 확충
-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 :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 민) 수권 능력 배양,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공무원 교육
- 다양하고 고품격의 교양 함양기회 제공 : 역량있는 강사섭외로 서천문화
학당을 통한 질 높은 강의 제공,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강좌 실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보급,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희망 읍·면 1개소)
- 서천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모색 :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
영의 실질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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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행정을 통한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 : 생산적 군민과의 대화(읍·면 순

371

3) 군정성과
● 어메니티서천 비전의 기반 구축
- 어메니티서천 지원조례제정
⇒ 어메니티추진위원회, 어메니티서천자문단 구성 운영

- 어메니티마을가꾸기사업 1차년도 사업 등 70개 사업 추진중
⇒ 어메니티마을 선정 : 3개마을(남당리·송림2리·신포2리)

● 지역경제 활력사업의 적극적 추진
-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 가시화
⇒ 호안도로공사 170억, 진입로 공사비 130억 확보

- 서천특화시장 이전
⇒ 그동안 75억 원의 사업비 투입 완료

- 다기능 어항 개발대상 항 선정
⇒ 홍원항이 다기능 개발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
07년부터 200억 투자

- 모시산업의 진흥 추진
⇒ 지역혁신 체계구축을 통한 한산모시 산업진흥 및 세계화 사업 추진
372

-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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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의 유치활동을 통해 서울시 수련원을 유치하고 사업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개발 기반시설
⇒ 도로포장 10노선 24.3㎞, 174억 원 투입

- 오지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오지개발 13억, 서면 정주권 개발 19억

- 생활용수 및 지방상수도사업
⇒ 생활용수 7개소 11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62억(3년간)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개량 75동 15억 원(융자포함)

●「체험관광」
의 내실을 다짐
- 비인만 갯벌체험관광마을 조성
⇒ 도로포장 10노선 24.3㎞, 174억 원 투입

- 지역축제 활성화
⇒ 광어큰잔치, 송림모래축제, 문산 앵두축제, 춘장대 뮤직페스타, 금강철새탐조

투어 등 지역단위 체험관광 체계 구축

-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갯벌체험, 관광투어, 지역농수산물 판매망 등 체험과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 실버복지의 충실한 실천
-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 종천면 종천리에 2만평 규모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 추진

- 노인교실 운영(주 4회)
⇒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득 창출 방안 추진

●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의 향상 추진
- 농어업시장 환경변화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 친환경 소규모단지 86㏊, 명미화 쌀단지 281㏊ 조성

- 고품질 농수산품의 브랜드화 추진
⇒ 쌀 : 어메니티 서천쌀 미감쾌청, 논빼미쌀, 서천오리쌀 등
⇒ 김 : 서천김 명품화에 주력

⇒ 제1회 대한민국자치경영대전 우수농수특산품부문

- 우수 농수산물의 직거래 확대
⇒ 도시민 초청 우리농산물 체험 및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활성화
⇒ 1사1촌 자매결연 사업과 연계 농산물 직거래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진력
- 군민에게 중장기 환경비전 제시
⇒ 서천군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04. 6)

- 금강생태공원조성
⇒ 금강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생대 조성
⇒ 2004 충남도 수질환경 최우수마을에 선정(문산 수암리)
⇒ 수생식생대 조성지역 확대 추진

●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의 실천
-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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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서천김 최우수상 수상

⇒ 고객만족 서비스헌장제의 내실운영으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참봉사행정
⇒ 민원상담실 운영 및 Happy-call 서비스 운영

- 열린행정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
⇒ 군정설명회, 열린군수실, 이동군수실의 운영

- 자치군민 의식함양
⇒ 문화학당 운영(22회, 8,087명), 정보화 교육 (32회, 2,193명)

@@ 6. 2003년
1) 군정방향
○ 자치 군정실현 : 군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

@

○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 사회복지수준 향상 :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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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관광농업 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색있는 관광·농업육성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2) 중점과제
(1) 주민 본위의 성숙한 자치군정 실현
●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확립
- Cyber 민원서비스 처리확충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조속 마
무리
- 복합민원 One-stop-service 실현 : 후견인 지정(6급 10명)@@@
-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공무원 마을 도우미제」운영(315명)
-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 : 만족도조사(4회)
- 전문서비스업체 수준의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 민간기관 위탁교육(2회
50명)
● 주민 고충·불편사항 수렴 해소

-「군정설명회」및「열린군수실」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 마을도우미「도움 청하기」홈페이지 개설 운영
-「생활민원 상담실」활성화 : 세무, 지적, 소비자 보호, 법률관계 등
●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운영
- 지역주민 의견에 맞춘 주민자치센터 설치 : 서천읍 상반기 개소
- 4개 테마프로그램 운영 : 건강, 취미활동, 정보화, 열린 공간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명 내외 구성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 운영
-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활성화
- 3회 이상 제기된 반복 민원「현장 민원토론회」개최
- 민원처리상황 인터넷공개로 부조리 방지와 투명성 확보
●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
- 군민제안제도 지속 운영으로 군정 참여기회 확충
- 군정 주요현안과 지역 주민·계층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은 전문가, 군
민으로 구성된「군민중재단」
을 적극 활용 해소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여론 수렴기능 강화 : 전자설문시스템, 사이버신고
센터 등
-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운동 전개 : 내 집 앞 쓸기, 화분 내놓기 등
- 내고장 상품 구입, 내고장 학교 보내기, 주민등록갖기 운동 등 내실있게 추진
- 서천사랑장학회 기금(목표 100억 원)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
- 1단계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정보화과제 추진
-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XML) 설치로 One-stop 서비스 실현 : 민원인
무방문, 무정지, 전자고지·통지 서비스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명 내외 구성
●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 주민·공무원 1인 1 E-mail 보급 : 홈페이지와 연동된 메일 서비스 구축
- 홈페이지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축 : 관광, 특산, 교육, 취미, 뉴스 등 메일
및 디지털 영상 서비스 제공
- 군인 정보화 교육 추진 :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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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이 동참하는 서천사랑운동 지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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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정비 : 쇠퇴기능, 통·폐합, 신규 수요분야 확대
개편 보강
- 행정사무의 재배분 : 이원화된 사무조정, 사무전결권 하향 조정, 실과장
책임행정 구현
- 보람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자질 향상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표창(84명),
선진지 견학 등 사기 진작(42명)
- 직원 화합 및 단결의 장 마련(공무원 한마음가족단합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 건전한 직장협의회 운영(군수와 정기회의, 직원 의견 수렴)
● 의식 전환 및 합리적 인사제도 확립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의식 전환
- 주민 본위의 공무원 마인드 교육 및 사무처리 관행 개선
-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 다면평가제 도입, 양성평등인사 실현 등
●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문화학당」내실 운영
- 지방자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 주제 선정
- 지역주민 및 기관 단체 임직원 등 참여 유도 :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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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년 기념 강사 초청 간담회 개최(10월중), 강연집 발간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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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제일의「예절의 고장」재건 운동 전개
- 군민의 정신적 구심점 부여를 위한「서천정신」
정립
- 예절 바른 이웃 찾기 운동 전개 : 접수창구 운영, 군수 표창
- 스승존경운동 전개 : 스승의 날 기념 및 만남의 행사 개최(5월중)

(2) 지역경제 회복과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
- 서천시장을 특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육성 : 고객 편의시설 설
치, 시장운영 개선, 계절별 테마시장 조성 등
- 재래시장별 전통적 관광 테마시장으로 개발
노점 풍물시장(장항), 수산물 중심의 관광특화시장(서천), 모시, 도토리
묵, 산나물, 옥수수, 감 등 농산물 중심의 관광시장(한산·판교·비인)
-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 군청 민원실
-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16명
● 물가 안정 및 상품의 질 개선

- 소비자 물가 3%대 안정 관리 : 중점관리 100개 품목의 지속적인 관리, 서
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품목 홈페이지 공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및 물
가 점검의 날 운영
-「신토불이」판매 증명서 발급 : 서천 특화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용(전시
장 확대), 지역주민 자체생산 특산물 대상으로 군과 번영회에서 심사, 농
특산물의 신뢰 제고와 외지상인으로부터 지역상권 보호
● 생산적 실업대책 추진
-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 생산성 높은 사업 발굴 추진(연 25,000
명), 실업·실직자 일자리 제공 및 생계 안정을 도모
- 고용 촉진 및 취업 알선 : 취업 용이한 직종으로 훈련 유도(100명), 구
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적극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 자금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30억 원), 구조조정자금 및 시설
자금 추천 (4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선정(5억 원)
- 기술개발지원 : 향토 지적재산 편리화로 주체 보호 및 고부가 창출, 지역
브랜드 및 상표 개발로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확보
- 기업 입지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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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유치 추진 : 3,300,000㎡, 150억 원

(3) 넉넉한 복지사회 건설
● 저소득군민 생활안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보호 : 기본급여 지급(2,630세대), 자활근로사
업(119명),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활 후견기관 지정(1개소),
부정 및 과잉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소득, 재산 연계조사 확대
- 시설 운영 및 아동 육성 지원 : 내실 있는 지도와 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적극 지원,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보육서비스 향상,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12세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 건강한 생활보장 도모 :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79평), 거동 불편 노인
방문 진료(700명)
-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 : 경로연금(5,000명), 교통비(13,800명), 경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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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원수 제2농공단지 조성 : 147,500㎡, 60억 원

당 및 반찬 배달 사업 운영(3개소)
- 노년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경로당 운영비(165개소), 노인학
교 운영 (6개소), 충·효·예 교실 운영(7개소)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 생활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지원, 장애인 생
산품 우선 구매, 재활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위탁사업, 고용 알선 등
-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및 관심 제고 :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40
가구), 장애인 보장구 지원(15명), 장애인 행사 지원(7종), 이동 목욕차량
운영(주3회)
-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위치 :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1(부지 7,193㎡)
사업비 : 1,000백만 원, 사업기간 : 2003~2004. 2
주요시설 : 건물 1동 1,000㎡(2층), 물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재활시설 등
●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기술·기능 교육 확대, 여성복지회관 보수 및 시설 보완(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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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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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
- 남여가 함께 하는 평등사회 조성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상담소 내실 운영 등
●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동아리 축제 육성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음악회 개최,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지원
- 다양한 청소년복지 지원 : 서천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86명), 청소년 공
부방 운영 내실화(2개소),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 군민 보건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
- 전염병 예방 및 의료서비스 강화 : 전염병 예방 접종(29천명) 및 방역취약
지 소독 (하수구 등 161회), 집단급식소 종사자 전염병 보균검사(4천명),
방역상황실 운영, 희귀 난치성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34명)

-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 :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선진화된 접객풍토 정
착, 민관합동 Task force 및「1399 신고전화」운영

(4) 깨끗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 환경보전 실천 역량 제고
- 지역 환경 보전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지방의제 21」실천,「1사 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 확대로 환경 정화활동
지속 전개
- 군민, 환경NGO,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사랑봉사단 활성화 및 환
경명예감시원(88명) 위촉
●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대기, 수질, 사업장 폐기물, 오수처리(1,072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3,500대) 단속
-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 매립장의 경제적 안정적 관리 : 쓰레기 소각시
설 설치 1식(635kg/hr)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8.55㎢) 수립과 하수관거 정비(1.12km),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6,000㎥/일) 등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 군 일원의 상수도 공급·권역 확대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1단계 : 2002. 1~2006. 12 배수지 5개소 외 6종
2단계 : 2007. 1~2011. 12 배수관로 192km 외 3종
- 원수에서 정수와 가정의 수돗물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 강화
●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자원화 확대
- 쓰레기 감량 적극 추진
쓰레기 배출 억제 : 1인당 1일 배출량(0.54kg~0.50kg)
소각장·매립장 반입량 감량 : 전년도 대비 △11% 추진
1회용품 규제 강화 : 전업소대상 확대, 장바구니 보급 병행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단속 : 140개소
지역별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확대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대책 수립, 음식물 쓰
레기 분리배출 지도(전용봉투 제작 판매), 일반폐기물 재활용 확대(16톤/
일~18.9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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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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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부가가치 창출 신농어업 육성
●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최고 경영자 위탁교육 실시
여성의 농업경영능력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실시(2 경영체)
-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
고품질·우량품종 재배 확대 : (’
02) 87% ~ (’
03) 90%
지력 증진 및 농자재 지원 사업 실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 1개 단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 8,437ha
쌀 소득 직접지불제 사업 : 10,896ha
- 생산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 영농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471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17.0km), 상습재해위험지구 정비(하천개수
0.9km), 가뭄 및 재해 대비 용배수로 개보수(3개 사업)
● 어민 소득증대로 활력있는 어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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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산 이종방류로 길러서 잡는 어업 육성 : 대하 900만마리, 어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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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30ha
- 어촌 정주어항 개발 : 호안공사 460m
- 현안 침식 및 침수 방지 시설 : 3지구
-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 2지구
●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가축 전염병 방역 실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추진
(한우 거세 외 3건), 젖소 체세포 감소 사업(40호), 축사 소독용 고압 세척기
보급(2대)
●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 산불방지(기동진화대 외 7종), 임도시설(6.8km),
산림자원 조성(조림 외 3종), 산촌종합개발(3개 사업), 명산(천방산) 가꾸기
(50ha)
● 농수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만족을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 서천쌀 부정 유통방지와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강화
- 서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 : 단지 조성,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 전어, 멸치, 주꾸미, 김 등 수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 포장디자인 개발

(6) 특색있는 지역문화관광 진흥
● 서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시책 추진
- 서천을 대표하는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육성
제14회 한산모시문화제 개최 : 5. 1~5. 6(6일간)
지역 3개 축제 개최 : 동백꽃·주꾸미, 전어 큰잔치, 해돋이 축제
내 고장 인물 선양사업 추진 : 김인전 선생 범 군민 추모비 건립(4월중)
- 문화공간 확충과 예술활동 지원 : 군민회관, 문화원 시설 보강(2개소), 공
연, 전시예술, 단체 및 동호인 지원(40회), 서천문화원 지원금 확대 지원
● 특성있는 관광 서천 홍보 총력 :「관광서천」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TV프로
그램 서천 인물, 풍광제작 유도, 중앙 일간지, 주간지 등 레저면 게재, 서천
군지 증보판 발간
●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 : 단순경유형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집중
육성
- 관광 패턴변화에 맞는 전략 관광지 개발, 명소화
춘장대해수욕장 개발 : 299,000㎡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 50,000㎡
금강하구둑 관광지, 신성리 갈대밭, 홍원항 관광 명소화
농어촌 체험마을, 학습농장 등 그린투어리즘 상품화 추진
해안 관광도로변 꽃길 및 쉼터 조성, 레포츠 관광
팬션(Pension)형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Homestay형 민박육성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진흥
-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 :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개최, 직
장 체육팀 구성(5명)
-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 :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진흥사업(47건), 레포츠공
원 및 금강 하구둑 관광지 다목적광장 정비 보강

(7)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 균형개발
●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1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2지구), 주택 개량사업(100동), 빈집 정비사업(50동), 오지 종합
개발사업(2개 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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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단위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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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 : 군도 확포장 사업(7개 노선 7.9km),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3개 노선, 3.3km), 도시계획지역 도로 확포장(8개소, 2,8km)
● 하천 및 제방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1.0km), 하도 정비사업(1.0km), 재해
위험지구 정비(하천개수 0.9km), 농업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10지구 5.0km)

3) 군정성과
● 서천군의 발전방향 정립
- 서천군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립
⇒ 112개 추진과제, 17대 핵심과제 선정

- 서천군 비전 선정
⇒ Amenity 美感快靑
※ 전국 최초의‘농촌어메니티’
비전 선언(’
03. 6. 25)

● 서천쌀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전국 단보당 쌀생산량 최고에서‘품질최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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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어메니티 미감쾌청 쌀, 2003년도 농림부 주관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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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서 우수상 수상

- 출향인사,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서천쌀 판매 확대
● 서천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문화유적의 발견
- 서천~공주간 도로공사 시 발굴 유적
⇒ 삼국시대-조선시대 다양한 유물 다량 발굴
⇒ 청동기시대-백제시대 집단묘지, 집단주거지 발굴

- 기벌포문화국제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 백제부흥운동지 및 백강구전투 거점지역 국제학술발표

- 마량진 최초 성경전래지 학회 공인
⇒ 1. 2차 세미나 개최로 한국사 및 교회사학회에서 고증

● 체험관광의 내실 공고화
-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송석항과 월하성에 조성하여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
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아름마을 완료, 남당리 행복마을 조성, 문산 앵두마을 발견 등 마을단위
체험관광 체계 구축

- 갯벌체험-관광투어-농수산물 판매 등 패키지·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
-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도로공사 예산 국회 승인
⇒ 30억 원 확보(국비 15억, 한국토지공사 15억)

- 서천특화시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
04. 4월 완공목표)
⇒ 그동안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장이전

- 장항 제2 원수농공단지 조성 정상 추진(’
04. 5월 완공목표)
⇒ 그동안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공단지 조성

- 군사지구 택지조성사업 완료(’
03. 2월 완공)
-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완료(’
03. 12월 완공)
⇒ 그동안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환경친화적으로 조성

- 지역축제의 내실을 통한 경제 활성화
⇒ 4대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84만명 방문, 130억 수입효과

●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해안도로 완전개통)
⇒ 도로포장 16개노선, 8.8㎞, 95억 원 투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오지 및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
⇒ 그동안 38억 원을 투입, 4개 지역 개발

- 하수도 정비사업
⇒ 16개 지구, 26억 원 투입 하수도 정비

● 노인복지의 초석 구축
-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확정
⇒ 종천면 종천리 산1-1번지 2만평 규모로 조성

-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주 4회)
⇒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질환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학문과 인재양성의 기틀 정립
- 건양대학교 서천캠퍼스의 설립 합의
⇒ 2007년 개교 목표, 마서 옥산리 일원, 5개학과 1,000여명

- 서천사랑장학회 기금 획기적 모금
⇒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억 원 모금(누계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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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 80동, 1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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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2년
1) 군정의 여건 및 방향
(1) 군정여건
가. 국가적 여건
●「국민의 정부」
가 지향해 온 개혁성과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대통령선거 및 4
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
⇒ 사회기강 확립, 민생안정 등 사회통합 노력 강화

● 미국의「대 테러전쟁」
과 관련, 경제회복 지연과 불안심리 고조
⇒ 경제주체 모두「나라경제 살리기」
에 총력 경주

●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등 지구촌 통합 가속화
⇒「2002 월드컵 축구」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대외 이미지 제고

나. 지역적 여건
● 민선 2기 종료와 함께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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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차원 높은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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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국가산업단지개발 가시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모색
● 지역특색에 맞는 고부가 관광콘텐츠산업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개발이 필요

(2) 군정방향
○ 군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깨어있는 자치행정」
실현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지역여건에 부합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찾아오는
관광문화」조성
○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지역간 공생적인「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

〈살기좋은 새 서천 건설〉
○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시스템 혁신
○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경주
○ 활기찬 지역균형개발 촉진
○ 경쟁력을 갖춘 선진 농어업 육성
○ 더불어 잘 사는 으뜸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서천 건설
○ 지역특성과 향수 기회를 살린 문화관광 진흥
○ 완벽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 중점관리사업
(1) 서천군 장기발전계획(서천비전 2020)
● 서천군 장기발전계획(1998~2020)의 1단계(2000~2005) 3차년도인 2002
년의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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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2002~2005) : (가칭)서천군 명예의 전당 건립추진
- 녹색 테마관광 추진 : 년 5회 개최, 출향인사·외부 관광객·동호인단체
등 참여, 관광해설사 시범 운영
- 구역사 활용 및 신역사 역세권 개발 추진 : 토지공사, 철도청, 주택공사
등 벤치마킹으로 신역사 개발방안 제시
- 건양대학교 서천캠퍼스 유치 추진(2002~2005) : 경영·공학계열 3개 학
과 500명 유치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반기), 서천군~건양대간 업
무협약 추진(하반기)

(2)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추진
● 7월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진단을 토대로 추진중인 지방재정건전화계획
@@@@ (2001~2003) 2차년도의 주요 실천계획
- 조직·인력분야 : 보건진료소 감축, 민간위탁 추진
- 세입분야 : 비과세·감면제도 개정(상반기), 세수증대방안 강구,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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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명예의 전당 인물 선정, 충청남도 인물선양 특수사업화

징수율 100% 운동 전개,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 세출분야 : 예산배정조정,「예산편성기본지침」
의 기준경비 15%삭감 예산
편성, 투자심사제도 강화, 투자사업의 이월액 축소 등
- 부채분야 : 지방채 발행 억제, 채무부담행위 억제 등
- 재정분야 : 자금운용관리 개선, 기금운용절차 강화, 기금의 통합관리 등

(3)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1997~2006)의 6차년도인 2002년의 주
요 사업계획 : 토목공사(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건축공사(관리사
무소, 매표소, 화장실, 취사장), 전기공사, 오수처리장, 조경공사 등 수행

(4) 제 13회 한산모시문화제
● 한산모시문화제를 통해 한산모시의 전통과 우수성을 부각하고 국내외의 적
극적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서천의 이미지 제고
- 기간 : 2002. 6. 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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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195백만 원(국비 : 60, 도비 : 35, 군비 : 100)
- 장소 : 한산모시관, 금강하구둑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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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내용 : 모시제, 길쌈놀이, 모시길쌈 체험, 패션쇼, 새벽시장, 천연염
색 시연 등

(5)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농어촌마을에 생활오수처리시설을 확충,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친화적
이며 소득원 창출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마을 조성
- 기간 : 2002. 3.~11. 30
- 사업비 : 930백만 원(국비 : 780, 도비 : 120, 군비 : 30)
- 사업내용 : 화양 완포지구, 항산 마양지구, 한산 여사지구에 기반시설, 오
수처리시설 설치

(6)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촌
마을의 테마 개발사업(2002~2003)의 1차년도

- 사업비(2002년) : 1,050백만 원(국비 : 800, 도비 : 125, 군비 : 125)
- 사업내용 :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을 대상으로 특산품 개발, 직거래 판
매망 개척, 민박마을 조성, 홈페이지 구축,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마을복지센터, 체험학습장 조성

(7) 주민만족 열린 자치군정 실현
●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설명회 개최 : 1·3사분기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
● 인터넷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 : 열린광장 운영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창구 운영 : 홈페이지에 사전공개

(8)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문화 정착
● 2002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13)와 제16대 대통령선거(12. 19)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
- 사전준비 철저로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 선거관련 담당자 도
및 군 자체교육(3월 중), 주민등록 일제조사(4월중), 전산시스템 정비 등
- 선관위 행정 지원 : 장기 및 단기 인력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반장 선거개입 차단

(9)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각자의 소질을 개발토록 하고 올바를 정서함양
과 인격수양 도모
- 위치 : 서천읍 사곡리 62-1
- 사업기간 : 2002년~2004년
- 주요시설 :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전시실, 인터넷실, 어학실 등
- 2002년 추진계획 : 설계 완료(7월), 착공예정(8월)

(10) 산촌종합개발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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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각종 홍보매체 활용 공명선거분위기 확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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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마을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촌종합개발
(2001~2003)의 2차년도
- 사업비(2002년) : 508백만 원(국비 : 241, 도비 : 41, 군비 : 51, 기타 : 175)
- 2002년 추진계획 : 생활환경 정비사업(오폐수 처리 시설, 마을쉼터 조
성), 생산기반조성(가공이용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매실단지
조성 등)

(11) 서천특화시장 조성사업
● 서천군의 대표적인 서천시장을 특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육성하
기 위한 서천특화시장 조성사업(2001~2002)의 2차년도
- 위치 : 서천읍 군사리 697-1번지 외 9필지
- 사업비(2002년) : 2,639백만 원(국비 : 1,200, 도비 : 75, 군비 : 1,439,
기타 : 100)
- 2002년 추진계획 : 매립공사, 실시설계, 건축 및 토목공사

(12) 한산모시유통센터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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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모시장 부지에 한산모시유통센터를 신축하여 모시 원산지로서의 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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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홍보하고 지역특산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사업기간 : 2001. 12~2002. 10
- 위치 : 한산면 지현리 98-8
- 2002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및 토목공사, 10월 완공

(13) 장항 원수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지리적 입지여건의 호전으로 농공단지를 추
가 조성하여 양질의 공업입지를 중소기업체에 공급하고, 지역주민 취업제
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00년~2003년
- 위치 : 장항읍 원수리 산52-3번지 일원
- 사업비(2002년) : 2,502백만 원(국비 : 700, 군비 : 113, 기타 : 1,689)
- 2002년 추진계획 :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편입토지보상, 공사
착공

(14) 고품질 서천쌀 안정생산사업
● 서천쌀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여 고품질 완전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
- 사업기간 : 2002. 1~12(1년)
- 사업비 : 40.2백만 원(국비 : 5.3, 도비 : 8.9, 군비 26.0)
- 주요사업내용 : 고품질 다수성품종 확대, 미질향상 시비법 지도,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기술 보급, 부직포 못자리 문제점 해소 등

(15) 기타 주요추진사업
● 경쟁력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행정 및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지방세 수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안정화 주력
● 장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2001. 8~2002. 8), 서천~종천
광역상수도 관로사업(2001. 5~2002. 12), 하수관거 정비사업, 서천하수종
말처리장 설치사업 (1997~2004), 임도시설사업
●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어촌관광 적극개발(2001~2002),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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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1998~2003), 완벽한 경지정리사업(2001~2004),
(2001~2002), 문화마을 조성사업 (2000~2002)
● 구강보건사업, 순회방문 진료사업, 성인병 건강검진, 정신보건사업, 거동불
편 방문 진료 사업,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신설사업(2001~2003) 등

3) 군정성과
● 경제의 재도약기반 마련
- 서천 특화시장 조성사업 착공 및 한산모시 유통 센터 준공
- 장항 원수 제2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재 분양으로 기업 18개 업체 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주력
● 문화관광 및 농업의 전략산업화
- 한산 모시문화제와 동백꽃·주꾸미·전어·해돋이 축제를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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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폭넓게 홍보
- 월하성·다사리·송석 어촌 체험마을 조성 착공 등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근무에 걸맞는 관광산업으로 관광 진흥의 계기를 마련
- 서천 쌀 고품질화와 유명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지역개발의 가속화
- 해안 관광도로 연결, 장항~서천 4차로 개통
- 국가 산업단지 진입로 1호선 설계비 16억 원과 2호선 진입로 공사비 30억
원 확보
- 건양대 서천캠퍼스 설립 가시화 등 지역 개발의 가속화를 도모하였음
● 환경·복지의 선진화
-「지방의제 21」실천, 환경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128환경사랑 봉사단」
운영 등으로 향상된 환경 서비스를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상한제 기일 연장
- 경로당 지원금 증액, 경로연금 추가확대 지원 등으로 복지행정의 선진화
기틀 마련
● 행정시스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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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을 모집한 바, 702건이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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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군정에 반영
- 군민,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국내 유명 인사를 초청「문화학당」프로
그램을 진행
-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군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
● 아쉬웠던 일
- 금매복지원의 화재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 지도와 관리의 중요
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꼈던 일은 공직자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임

8. 2001년
1) 군정의 여건과 목표
(1) 군정의 여건
● 국가적 여건

-「국민의 정부」4차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한 개혁
의 마무리와「국민통합」촉구
-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부문별로 교류 속도가
급진전되고 교류 영역도 확대
- 지식 정보화 추세속에 사회 각 분야별로 디지털화 가속
-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과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방적 여건
-「민선 2기」후반기를 맞아 군정성과 극대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성숙된 자치 서비스 욕구 증대
-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되므로 지역적 대
응 전략의 모색 필요
-「지역 정보화시대」흐름에 따라 투명사회, 시스템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
형태로 전환 압력이 가중
-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단체가 자치단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
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경향

(2) 군정의 목표

○ 풍요창요 : 환경 친화적 산업 개발과 1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 환경창조 : 쾌적한 자연환경에 건강한 군민의 삶의 터전 마련
○ 문화창조 :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 공동체 형성
○ 지식창조 : 지식·정보화 사회를 열어가는 신지식 기반 구축

2) 주요업무계획
(1) 수요자 중심 인본행정 구현
○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 알권리 충족과 여망사항 수렴 해소
○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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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창조 :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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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강화
- 민의를 존중하는「열린 군정」수행 : 토론식 군정 설명회 개최, 군 홈페이
지의「군민 열린 광장」운영 활성화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도모 :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2,869세대 5,677명), 자활근로사업(432명)
- 저소득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 장애인 장애수당(456명), 장애인 자립자
금 대여(6명)
- 노인복지 증진 : 경로연급·교통비 지급(17,671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
방비 지급(140개소)
- 시설운영 및 불우아동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2개소), 보육시
설 운영비 지원(24개소)
●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 의식 건전화 교육 : 여성 대회, 이동 부녀교실 운영,「성폭력」예방
교육, 여성 1366 상담전화, 상담실 운영, 어머니 교양강좌
- 여성 사회활동 능력배양 : 취미·기술·부업교실운영 내실화, 여성단체
지원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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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 :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 문화 강좌, 생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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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농촌여성 일감 찾기 사업장 설치 및 정보화 교육, 서천사랑·고부사
랑 나눔 큰잔치(5월중)
● 민선자치군정의 안정화
- 작지만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 : 미래 지향적인 조직 정비(2001년 22명
감축, 총172명), 목표관리제 정착으로「일하는 조직」강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보고 업무의 질 향상
- 안전하고 빈틈없는 재난관리 :「재난 종합상황실」24시간 운영체계 구축, 서
천소방파출소 청사 건립(588㎡),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용 장비 보급 (8개대)
● 주민 만족을 위한 자치행정 체계 구축
-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실천 : 행정서비스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12개
분야), 현장 이행 주민만족도 조사(군민 불편·불만 요소 제거)
-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시민단체(NGO)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정
보공개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및 민간인 위촉
을 통합 전산운영 (대민서비
- 지식행정의 서비스 향상 :「토지대장+지적도면」
스 개선), 등기소 내 지적현장민원실 설치(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도모)

- 군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 : 주민 권리가 존중되는 자치법규 운
용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 규제 신설 억제 및 규제의 재정비(주민생활의
불편·부담 해소)
-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5만 원 이상 등기 송달, 그 미만은 이장
또는 직원이 직접 교부

(2) 환경친화적인 산업개발
○ 환경 친화적인 농어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 어업과 해양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어촌 개발 여건 조성

● 농어촌 생산 자립기반 구축
-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시설 확충 : 지형적 여건에 부합된 경지정리(10개
지구 257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16km), 농업·생활용수 개발(9개 지구)
- 어업과 관광이 조화를 이룬 복합어촌 육성 : 어선 건조 및 장비현대화, 소
규모 어항 개발 60m, 활어 위판장 시설 1개소 등, 계절별 축제개최 (해돋
이·동백꽃·주꾸미 축제, 전어 큰잔치 등)
● 산업 구조개선과 고부가가치 창출
고추 재배작목반 9개 반 284농가 : 농공단지「(주)우일수산」
과 결연
축산농가 다각적인 지원 : 조사료 생산, 방역,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 등
-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 관리 : 조림 68ha, 육림 120ha, 사방댐 1개소,
임도시설 9km, 산불 방제차 외 8종, 산림해충 방제 100ha 등, 산촌 종합
개발사업(생활환경 개선 외 3종)
- 서천시장 이전 : 전천후용「샌드위치 판넬 철골조」
, 소비자들이 전 시장
을 순회할 수 있는 건물구조, 연안에서 어획한 선도 좋은 생선 판매
● 농어촌 생산성 및 기술향상
-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
생산목표 : 413천석(59,450톤) → 벼 재배면적 10,770ha
토양개량제 공급 외 2종, 병충해 공동방제 4,300ha
벼 우량종자 증식 및 품종 전시 : 증식포 2,000평, 품종 30종 전시
- 농어업인 기술 교육 및 학술단체 육성
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농어업인 교육 : 선진 현장견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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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생산자 사기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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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회, 농촌지도자, 농어업인 후계자, 생활 개선회, 귀농인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5명,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 39명
- 영농 기계화 촉진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25대, 벼 육묘 파종기 40대, 보
리 전용 수확기 2대, 농기계 현장 이동순회 수리(영농철 상담과 병행 실시)
- 기르는 어업으로 풍성한 수산자원 조성
연안 치어방류 : 대하 1천만 마리, 우럭 5만 마리, 참게·동자개 20만 마리 등
김 유기산 공급 : 서면 어촌계 외 1개소 118톤
양식어장 정화 사업 : 양식어장 26ha

(3)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경제난 극복」
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군정 역량 총 집결
○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화 도모

● 경제난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
-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절약운동 분위기 조성 :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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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00개 품목 중점관리), 대군민 절약운동 공감대 확산(절약은 제2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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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장항지역 경제 활성화 : 내 고장 상품 애용과 관내업소 이용 협조
서한문 발송, 직업전문학교(장항 송림)유치
-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 운영 : 4개 분야 96개 사업
● 지역경제 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산업 및 물류단지, 생태환경
- 관광·지역특산품 상품화, 민자·외자유치 확대(금강하구둑관광지, 춘장
대해수욕장, 농공단지 등)
- 중소기업활동 지원 확대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 원수 제2농공단지 조성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4) 건전한 군민의 삶 터전 마련
○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삶의 질」향상
○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맑은 물」안정적 공급 확대

● 개성 있는 도시 및 농어촌 개발
- 도시·농촌 산업기반 확충 : 장항, 서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3건
(880m),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5개 노선 6km), 하수관거 정비(장항
읍 외 4개 읍면 2km)
- 돌아오는 농어촌 개발 : 아름다운 문화마을 조성(마서면 덕암리 대치마
을), 정주생활권 및 오지 종합개발(한산면 외 3개면)
-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기반 구축 : 서천 상수도 관로공사(비인 관
리~서천 신송리 9km), 농어촌 지방상수도 변경사업(비인 성내~서면 춘
장대 33km), 하수 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6,000톤/일)
●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 농촌 주택 개량 93동, 빈집 정비 22동, 부엌개량
및 목욕탕 설치,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한산 지현마을 외 14건)
- 선진 교통문화 정착 : 교통안전시설(버스정차대 외 13종, 마을주차장 5개
소, 터미널 화장실 개선), 공용버스 구입, 비수익 노선 보상금 지급

(5) 살아있는 관광문화 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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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해양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 증대 도모

● 자연자원과 지역 문화축제를 연계한 관광
- 개성 있는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 제12회 한산모시문화제(5. 1~5. 6), 해돋이
- 동백꽃·주꾸미축제, 전어 큰잔치 등 개최, 출향인사 자녀 문화, 관광지
및 갯벌 현장 방문 추진(80명)
〈자연 생태계 학습과 탐구의 장을 마련 관광 상품화〉
○ 금강 환경 교육센터 건립
- 규모 : 지상 2층 건물연면적 353.8㎡@@@ - 사업비 : 520백만 원(도비 260)
- 주요시설 : 1층(전시실, 휴게실, 회의실), 2층(시청각실, 자료실)
○ 금강 철새 탐조대 조성사업
- 규모 : 건물 연면적 698㎡@@@@

- 사업비 : 710백만 원(도비 570)

- 주요시설 : 관측 전망, 교육시설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조류협회와 유기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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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을 권역별·계절별로 벨트화

● 환경친화형 관광사업 발굴 육성
- 권역별 계획구상 : 4개 권역
해안권(마서면 서부·종천면·비인면·서면) : 어촌 체험형 관광마을, 서
면 관광벨트, 생태박물관
중부내륙권(서천읍·시초면·문산면·판교면) : 녹색 관광자원 개발, 특
산품 개발, 민박마을 조성
동부내륙권(기산면·한산면·마산면) : 한산 모시·소곡주 유명 브랜드
화, 인물 선양 사업
금강권(장항읍·마서면 동부·화양면) : 철새 및 생태공원, 금강변종합개
발 구상
- 환경과 자연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갯벌 및 철새 도래지 : 관찰 및 현장 학습체험
갈대밭 : 향수와 정감을 느끼는 휴식공간으로 활용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수도권 관광
객 유치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체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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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 군민체육대회(10월), 생활체육교실 운영(4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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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4개 사업), 코스모스꽃길 달리기대회(9월)
- 직장 체육팀 육성 : 군청 육상팀 운영(7명)(제82회 전국체전 금4, 은2, 동
1 목표)

(6) 21세기를 이끌어 갈 신지식기반 구축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
○「작지만 경쟁력있는 자치행정」
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 최소화

● 수준 높은 교육여건 조성 및 인재 육성
- 미래의 청소년 건전 육성 : 청소년 어울마당, 푸른음악회 개최, 공부방 운
영,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인재
육성을 위한 서천사랑 장학회 장학금 지급(100명)
- 장항 공공도서관 운영 : 여름 독서교실, 독서 사랑방, 문화 교실 운영 등,
이동 도서차량 오지 순회 확대 운행 및 장서 확보

- 군민 정보화교육 확대 : 도서지역 중심의 제한적 정보화 교육에서 학교·
사설학원·군 전산실을 활용하여 주부, 생활보호자, 농어민으로 교육 대
상 확대
- 청소년 수련관 건립(2001~2003) : 체육관,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어학
실 등 구비
● 행정 및 지역 정보화 촉진
- 민원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 : 무인 민원 발급 시스템 구축, 행정전산망
「전국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완비, 국 공유재산 화상데이터(D/B) 구축
(12,428필지)
- 행정조직 내부의 정보화 추진 : 전 공직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군·
읍면간 고속 네트워크망 구축,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전자문서 생산 운용)
-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지역의 산업·경제 등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접목, 관내 및 인접 타지역과의 효율적인 정보망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9. 2000년

(1) 군정여건
● 2000년대 - 새로운 천년 진입의 첫해
● 2000년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의미
-「희망」
과「번영」
을 향한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
⇒「장기발전비전」
의 구체화 기대 심리 증폭

-「지식·정보시대」
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의 새로운 체제에서 경쟁 우
위 확보 역량 결집 요구
-「문화」
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문화·관광 산업이 21세기
기간 산업으로 등장
-「인간 존중」
의 가치관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삶의 질」수준 향상
과 성숙된 자치 서비스 욕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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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의 여건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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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지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지표보다 환
경 지표가 정책의 중심으로 부각

(2) 군정방향
신뢰받는 행정

창의적인 경영

소신있는 개발

살기 좋은 새 서천 건설

2) 주요업무계획
(1) 21세기「희망찬 서천연대(舒川年代) 준비」
○ 새 천년 미래 지향적인 서천 발전 청사진 제시
398

○ 개발과 환경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안 모색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 건설행정 정착

● 장기 발전계획「서천비전 2020」
실천
- 5대 기본정책 전략 설정 : 1단계(2000~2005)「10대 핵심과제」
추진
● 도시 산업기반확충사업 지속추진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대책 : 1단계 490만평중 445만평으로 축
소 시행, 입지 수요조사, 진입도로 1, 2호선(9.1Km) 실시 설계
- 국가기간산업 확충사업 : 국도 4호선 확포장,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장항
선 철도 개량사업, 공주~서천간고속도로 건설, 장항항 안벽 축조공사, 장
항 상수도송수관 연결
-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 비포장도로의 확포장 사업(7개 노선
3.9km), 위험교량 가설(1개소 260m)
● 균형과 조화 있는 지역개발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장항 송림 삼림욕장 진입로 개설, 장항 창선1리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장항 시가지 외곽도로 개설, 장항 원수리 도시계
획도로 개설, 서천순환도로 개설
- 돌아오는 농어촌 개발 추진 : 오지개발사업(판교면), 정주생활권 개발사
업(한산, 시초), 살고싶은 문화마을 조성(마서면 덕암리 17만㎡), 농어촌
지역 소도읍 개발(비인면 성내리 1km)
● 지식산업 기반구축과 정보화 촉진
- 행정 및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11개 분야,
1인 1PC 보급,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 군「Home page」
를 통한 특산품 전자상거래
- 남호주와의 국제 협력 교류 모색
- 일본 후꾸시마현 소화촌(昭和村)과 문화 교류 : 모시문화재와 연계한 한
산 세모시의 향상과 교류 활성화

(2) 군민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자치 강화
○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
○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생활의 불편·부담을 해소

●「수요자 중심」
의 인본행정으로 참봉사 실천
- 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의 생활화
- 생생한 여론 수렴 및 공감하는 군정 실현 : 정책토론회 개최 및 군정 모니
터운영 활성화, 각계 각층의 토론식 군정 설명회 개최
- 민간 중심의 서천 사랑운동 정착 : 서천사랑 장학회, 군민헌장을 군민화
합의 기초로 승화 발전
- 밝고 건전한 도의사회 건설 :「제2의 건국」운동의 범군민적 실천(민간사
회 단체 중심)
- 고객 사랑의 행정서비스 체제 정착 : 민원 1회 방문 처리,「PC 재택 전자
민원」제도 활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어려운 계층의 자활기반 구축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도모 : 거택보호비 지원(838세대 1,320명), 자활보
호자 생계비 지원(91,882세대 4,492명), 한시적 생계비 지원(22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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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참여하는 자치군정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415명),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854명), 기타지원(월동 대책비,
해산 보호비, 장제 보호비 등)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643명), 장애
인 교육비 지원(26명), 장애아동 부양수당(34명),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75명), 장애인 보호수당(116명)
- 노인복지 증진 : 경로연금 지급(4,398명), 노인 교통수당 지급(13,563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134개소), 노인학교 및 충·효·예교실 운
영(14개소)
- 시설운영 및 불우아동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2개소), 보육시설 운
영비 지원(20개소),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20개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12세대 26명 25백만 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해」특수시책
-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
2000년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취업기회 확대, 각종 공과
금 사용료의 감면
대상 : 1~3급 중증 장애인 1천여명
400

-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설치기한 : 2000년 4월 10일
설치대상 :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중변소, 장항공공도서관, 횡단보도, 전
용주차장 등(328백만 원)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 여성복지회관 운영활성화 : 취미, 기술, 부업교실 운영(홈패션, 요리, 수
지침, 한복 등)
-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 : 여성 교육대학 운영, 이동 부녀교실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임, 어머니 교양강좌 및 행복한 가정 꾸
미기 대화 모임, 여성 1366상담전화 상담실 운영
●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친화적 개발
- 금강하구둑 조수 보호 : 환경단체와 연계한 감시강화
- 순환수렵장 지정에 따른 불법 포획행위 지도
- 금강환경교육센터 건립 : 1동 200평
- 생활쓰레기 수집, 운방 등 안정적 처리(2000년 1월부터) : 민간위탁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 확대(2000. 1월부터)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역, 의무
사업장, 음식점 등 확대, 청둥오리 사육장 설치(장항읍 원수리 농공단지 옆)
- 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 : 판교천 좌안 남산들(처리용량 6,000톤/일, 차
집 관거 L=2,219m)
- 영명각( 明閣) 관리사업 : 2개 분야(진입로 확포장, 절개지 배수로 보강
공사)
- 위생매립장 2차 보강공사 : 토공 2,100㎡
- 위생처리장 시설 기준 강화 : 90㎘/일, 고농도 유기오수의 질소 제거방법
개선
●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 장항읍 상습 제한급수 해소 대책 : 보령댐 광역 상수도와 연결사업 추진
- 비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계속 사업) : 비인면 성북리 등 16개 리
-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보수 : 기산면 가공리, 한산면 종지리, 판교면
현암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 8개소 6.8km
-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 관망도 작성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 → 준법, 안전운전 유도
- 마을주차장 설치 : 6개소
-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 연 50백만 원
- 교통안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 16개 사업
● 주민과 함께하는「건강서비스」
강화
-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운영 :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3,524가구 7,643명)
-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증대 :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운영(2000. 5
월부터), 성인병 건강진단 확대(3,000명), 급성전염병 관리(예방접종, 방
역기동반 운영 등), 만성 전염병 관리(결핵, 나병, 성병 등), 가족보건(5개
사업 2,615명), 모자보건(5개 사업 9,004명), 암검진(관내 40세 이상 생
활보호대상자 중 200명)
-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진료 : 초등학생 충치예방 방문진료 및 구강 건강
교육(20개 학교), 거동불편 노인 방문 및 순회 물리치료 실시,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 및「치매상담실」
운영, 학동기 아동 심장병 검진(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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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범군민운동 및 교통사고 줄이기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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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년생 200명)
● 재난대비 철저 및 민방위 관리체제 확립
- 빈틈없는 재난 방제 대비 : 재해없는 하천 정비(5개소 9.3km), 재난 위험
시설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68개소), 24시간「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체제 구축, 인명 중시의 재해상황 관리 유지, 안전문화운동 전개(매
달 4일「안전 점검의 날」내실 운영)
-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및 사기 진작 : 서천의용소방대 청사 건립(1동 300
평),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 진작
- 민방위행정의 내실화 :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에 만전,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자원의 체계적 유지 관리
-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병무민원의 신속·공
정한 처리

(3)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경제난 극복」
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군정 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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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 소비문화 장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시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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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 서천시장 현대화 개발
- 위치 : 서천읍 군사리 지내 16,521㎡(약 5,000평)
- 사업기간 : 2000~2001(2년간) 4,500백만 원
⇒ 지역 경제 중심지 및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

● 지방 물가 안정 관리 강화
- 물가 관리목표 연내 3% 이내 : 군민 생활 안정 도모
- 개인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 물가지수 관리 : 중점 관리 80개 품목(개인 서
비스 40, 소비자 40)
- 공공요금의 안정화 : 인상 동결 및 최소화 유도
-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및 참여 홍보 강화 : 가격 인하업소 인센티브제 실
시(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 : 수요에 맞는 고용훈련 실시(153명), 저소득층 취
로사업(연 43천여명)

● 공공근로 사업 촉진
- 실업률 하향 안정추세에 따른 사업비 감소 : 정보화사업 위주, 주민 숙원
사업 등 최소화 선정 추진
●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농공단지운영의 활성화 : 분양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적극 홍보(6개업체)
-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경영 안정 및 구조 조정 자금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도)
- 특별 농공 단지 확장 조성 : 장항읍 원수리 일원
● 지방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 공공투자 사업의 조기 발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발전처 주변지역 지원(18개 사업)

(4)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 선진영농기술 확립과 전문 경영인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자연환경과 식량의 중요성 등 새로운 차원에서 농촌의 역할 증대
○ 어업과 해양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어촌 개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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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만족하는 경지 정리 사업 : 봄 마무리 2개 지구(120ha), 가을 착
수 5개 지구 (142ha)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6개 지구 8Km
- 한해 극복용 농업용수 개발 : 8공
- 자연 친화적인 조림사업 : 4종 48ha
- 산지 자원화 육림사업 : 680ha
- 국토 공원화 사업 : 230km(2002년 국제 꽃박람회와 월드컵 축구대회 연계)
- 환경친화적 임도 개설 : 9Km
- 어항 및 항만 기반시설 조기 개발 : 어항 2개소(월하성, 홍원항), 항만 2개
소(장항, 비인항)
-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 다사항 호안공사 60m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 : 5척, 34톤
- 어선용 기관 교체사업 : 19척, 420마력
● 농어촌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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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생산기반 조성

- 쌀 생산 대책 및 품질 고급화
생산 목표 : 413천석(59,450톤) → 99년 대비 27천석 증
「동백쌀」고급 브랜드화로 서천쌀 우수성 홍보
- 토양 개량과 자력 증진 : 토양 개량제 공급, 오염 농경지 객토, 자운영 파
종등
- 영농 기계화 촉진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0대, 벼일관육모 파종기 26
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33동)
-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 : 부지 342㎡, 지상 2층 연건평 404㎡
-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 화양 동서천 RPC
- 깨긋한 들판 만들기 : 병충해 공동 방제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 오이 작목반
- 포장재 개선 : 규격 포장재 공급 및 개발
- 약용(아가리쿠스) 버섯 가공시설 : 4종
- 축산분뇨처리 2개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종
-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 : 3개 분야
- 양식어장 정화사업 : 양식 어장 16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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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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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농업인 육성과 지원 :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
원등
- 농업인 학습 조직단체 육성 : 5개 회, 2,701명
- 농업인 기술교육 : 6개 과정, 6,405명
-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어가 육성 : 8명
-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 : 조피볼락(우럭) 5만마리, 대하 300만마리,
참게 2만 마리, 황복 등
- 폐어선 처리 40톤, 폐선 처리장 설치 1개소
●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
-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 한산 지현지구(기반시설 : 우수관로 외 5종, 주
택 개량 : 10동)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택 개량(78동), 빈집 정비(55동)
-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 : 마서면 도삼리 신기마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주민 불편 등 생활민원사항 등, 농어촌 다목적 마
을광장 조성 (6개소)

(5) 정체성 있는「신지방문화」창조
○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을 권역별·계절별로 벨트화
○ 자랑스런 인물 발굴,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서 함양
○ 연안 해양과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소득 증대 도모

● 문화유산보존 관리 : 신석초 시비 건립, 천연기념물 353호「신송리 곰솔」
주변 정비, 향토문화 유적 보존(10개소), 전통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가족
과 함께하는 향토문화 유적 답사(10~11월, 학생 및 학부모 180명)
● 문화축제행사
- 새 천년 모시문화 관광 축제
제11회 모시 문화제 : 2000. 5. 1~5. 6, 한산 모시관
관광객 유치 홍보, 특성별 프로그램 구성, 모시체험 민박 운영
- 해돋이 마을 관광 명소화 : 먹거리, 볼거리, 느낄거리 등
- 동백꽃과 활어 축제 :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성있는「문화관광산업」진흥
- 환경(갯벌, 철새) 생태 관광 : 갯벌생태교육 양성프로그램 운영(자연학습
-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본격 추진 : 면적 90,100평, 사업비 53,336
백만 원
- 금강하구둑 관광지 활성화 : 각종 행사 유치(민속놀이, 어린이·청소년
이벤트 발굴), 미분양지 인센티브(5년 분할 납부) 및 조성계획 변경 이용
도 제고,「해양박물관」건립 추진
- 송석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 체험장 진입도로, 주차장, 휴게시설, 민박
시설 등
● 금강변 도계지역 가꾸기사업 지속 추진
- 환경과 자연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수변 관광의 역할 → 수상 레저 및 스포츠 활동공간 개발
철새 도래지 → 관찰 및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
갯벌 및 갈대밭 → 향수와 정감을 향유하는 휴식공간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다목적광장 조성(농진공 매립지
10,796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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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공과 군 홍보 및 관광 수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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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21세기 신지식인으로 육성
- 청소년 활동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청소년 가요제 등 6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 청소년 푸른음악회 개최, 청소년 동아리 활
동 지원(2개), 청소년 공부방 운영(1개소)
-「서천사랑 장학회」
를 통한 우수 인재 지원 확대
- 청소년 보호 및 유해 요인 제거 :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체육 진흥
- 군민체육대회의 내실화 :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의 장 마련
-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활성화 : 4개 종목 7개교실
-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 : 4개 사업(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
수체육대회, 가족생활캠프)
- 우수 직장체육 육성 : 군청 육상팀 운영(7명)

(6)「공직내부혁신」
을 통한「신 경영행정체제」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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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생활의 불편 부담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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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신설억제 및 기존규제의 재정비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작지만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군정의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
통합성 확보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감량화
- 1단계 102명의 인력 감축에 이어서 3년간 연차별로 70명 감축 : 1999년
24명, 2000년 24명, 2001년 22명
-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 주민 자치센터 설치(시범 실시)
- 민간 위탁의 적극 추진 :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 경쟁력 있는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 행정 무결점(100PPM) 운동 전개로 신 경영행정 확립
- 군정 조정·통제기능 강화 → 목표관리제로「일하는 조직」확대
- 재정의 건전성 확보 - 투자심사제도 강화
- 신속·정확한 통계조사 -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
-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 쇄신을 통한 맑은 공직사회 조성

● 공직 능력 개발과 사무관리 혁신
- 살아 움직이는 활동적인 조직 운영 : 지식·정보화 교육확대,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부서별 토론회, 경영수익 예산 절감사례 포상
- 자기 개발의 기회 확대 : 우량도서 읽기, 여직원 취미교실 운영
- 사무관리 혁신 : 비용 계산의 일상화, 전산·정보시스템 운용
● 공무원 사기 앙양 및 기초행정 강화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
-「기초행정 길라집이」활성화 : 행정 수행능력 제고
- 화요·금요 직원 토론회를 통한 의사전달 통로 제도화
-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 : 실태조사(국유지 1,876필지, 공유
지 7,832필지)
● 규제 정비와 고객만족 행정추진
- 주민의 불편 부담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주민의 편익과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각종 법령의 지속 정비
- 바르고 빠른 민원처리 : 원스톱 처리제, 반려민원 재심제, 사전사후 안내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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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정성과
(1) 보람
●「서천비전 2020」장기발전계획 수립
- 21세기를 향한 군정방향 제시 (1단계 10대 핵심과제)

「서천비젼 2020」장기발전계획
○ 계획의 목적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기초자치단계
모델

21세기 국내외 및 서천의
환경변화에 대응
서천지역이 보유하는 발전
잠재력의 극대화
군산·보령·부여 등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 수용

풍요롭고
살기좋은
21세기
서천창조

○ 계획의 범위
- 계획 공간 : 서천군 전체(도서, 해양포함)
- 계획 기간 : 기준 연도 - 1998년, 목표 연도~2020년
⇒ 단계별 : 1단계 2005년, 2단계 2010년, 3단계 2011년 이후

○ 1단계(2000~2005년) 10대 핵심사업
- 2000~2005 : 특성화대학 유치
- 2000~2003 : 온천 휴양지 조성
- 2001~2005 : 골프장 조성
- 2001~2004 : 금속박물관 건립
- 2001~2004 : 지역 인물(이상재 선생) 선양사업 추진
- 2001~2002 : 장항 특색거리 조성
- 2000~2001 : 전산 정보아카데미 개설
- 2000~2001 : 서천 종합환경센터 건립
- 2001~2003 :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 2001~2003 : 농공단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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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가시화
- 진입도로 1, 2호선 용역 설계, 호안공사비 1,000억 원 정부지원 약속
● 군민의「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생활자치 강화
- 행정 서비스 현장 제정(12개분야),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
●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 고용 훈련, 취로 사업, 공공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확대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 쌀 생산 4년 연속 입상, 기르는 어업 분위기 조성, 상하수도 정비사업
● 정체성 있는「신지방문화」창조
- 신척초 시비 건립, 모시문화제 개최, 해돋이·동백꽃·주꾸미 축제, 전어
큰잔치
●「공직내부혁신」
을 통한「신경영행정체제」장착
- 조직감축, 1인 1PC 보급, 도 →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기초행정 길라
집이」우수사례 선정

(2) 아쉬움
● 수질관리 하위 기록 : 물 관리 불신 초래
● 태풍 및 호우 피해 발생 : 총 피해액 56억 원
● 천방산 산불 발생 : 피해범위 4개 면 8개 리(93ha)
● 인근지역 구제역 발생 : 축산농가의 경영난 초래

10. 1999년
1) 군정의 여건과 방향
(1) 군정의 여건
’
99년은 21세기 준비의 해
○ 국가적 여건
-「제2건국 운동」
을 통한 개혁의 전방위적 확산
-「경제난 극복」
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지속 추진
-「튼튼한 안보」
를 바탕으로 확실한 통일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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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의 방향
신뢰받는 행정

↘

창의적인 경영

↓
살기좋은 새 서천건설의 가시화

○「경제난 극복」
에 지방적 역량 총 결집 강력 추진
○ 범군민 참여 속에「제2건국운동」적극 실천
○「민선 2기」
의 성숙된 자치행정 실현

소신있는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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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적 여건
-「민선 2기」2차년도를 맞아 군정성과의 가시화 요구
-「경제난」
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대처
-「제2건국」
을 위한 공직 내부 자정 운동으로 변화와 개혁 선도
- 21세기 비전의 구체화로「살기좋은 새 서천 건설」

2) 중점실천계획
(1) 군민과 함께하는「열린행정」
과 공직사회 혁신

○ 군정 의지 실천을 위한 행정의 투명성, 능률성 향상
○「민선 2기」군정의 원숙한 수행을 위한 선도 기능 강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군정의 일관성
○ 안전성, 신뢰성, 통합성 확보

● 군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행정
- 군민과의 대토론회 개최, 군정 평가단 운영
- 정책 개발 연구단 운영 : 학계, 언론, 지방의원, 민간, 공무원 등 연구 분
야별 팀제 운영(7개 팀)
- 지역 개발 정책 세미나 개최 :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 설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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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군정 홍보 강화 : 알차고 친근감있는「서천군 소식」발행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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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집 VTR 제작
● 군민 만족 참봉사 행정 실현
-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대민 봉사 자세 확립
-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 감동 촉구
- 민원처리를 민원인 위주로 전환 : 주민 불편 해소
-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간소화 : 군민의 신뢰성 확보
● 서천 사랑 운동의 지속 추진 : 서천사랑운동 운영위원회 읍면별 실천 모임
활성화, 5대 실천과제를 각 부서별 시책으로 전환 적극 추진,「내고장 주민
등록 갖기」범군민 운동 전개,「서천군민헌장」제정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제2의 건국운동」
적극 추진 : 인본 행정 차원의 공무원 친절 운동 전개, 21
세기를 준비하는 범군민 개혁운동으로 추진
● 규제완화와 생산성 높은 조직 관리 : 주민 권리가 존중되는 자치법규의 지
속 정비, 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고장 실현, 체계적인
목표 관리로「일하는 조직」지향, 제2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민간 위탁 업
무 확대), 정보화 시스템 활용 및 경영행정 확대

(2) 21세기를 향한 도시 산업기반 확충
○ 도시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의 신뢰성 확보
○ 시가지 균형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 건설행정 정착

● 새로운 지역개발전략 모색 :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 지연에 따른 대안 마
련, 우리군의 장기 발전 방향 재정립(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장기발전 비
전제시로 주민 공감대 형성)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운영, 취락지구 재정비, 도시
계획도로 개설
● 기간교통망 조기 확충
-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체계 유지 : 국도 4차선
공사 조기 완공, 서해안 고속도로(9공구), 서천~공주(59km) 고속도로 착
공, 장항항 안벽 공사 축조, 장항선 철도 개량(직선화)사업
-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포장도
로의 확포장사업 지속 추진(9개 노선 4.6km), 교통 정체구간 해소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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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험교량 가설을 위한 투자 확대(2개소 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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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지역개발 : 장항시장 이전(입주)과 서천시장 정비, 시가지 도로
개설(7개소 1,252m), 장항도서관 진입로 개설, 장항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시가지 하수도 정비(2.1km), 서천 소도읍 가꾸기(280m), 해안도로 개설(비
인 장포교량), 발전처 주변지역 지원 사업(21종)

(3) 다함께 잘 사는 농어촌 건설
○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전문 경영인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환경, 농업,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로 지역 농정의 선진화 이룩
○ 어업과 해양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어촌 개발 여건 조성

● 농어촌 생산 기반 조성
- 농업인이 만족하는 경지 정리 사업 : 봄 마무리 8개 지구 303ha, 가을 착
수 2개 지구 105ha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농촌 소득 증대 사업과 연계 개발(32km)
- 한발 극복용 농업용수 개발 : 2공
- 어항 개발 확충 : 홍원항, 월하성항, 다사항 등
-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 마서면 4종, 한산면 3종
- 오지 종합 개발 : 마산, 문산, 판교면
- 부사지구 간척 농지 종합 개발 : 개답 438ha
- 임업 기반 조성 : 임도 개설 6km, 경제수 조림 및 육림사업 60ha
● 농어촌 생산성 향상
-’
99 쌀 생산 종합 대책 : 벼 재배 면적 확대(10,704ha),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
98 83% → ’
99 84%), 생산비 절감과 지력 증진(벼 직파기 및
토양 개량제 적기 공급)
- 환경 친화형 농업 육성 : 토양 종합 개량 및 농업 환경보전으로 양질의 농
산물 생산, 축산 분뇨의 유기질비료화로 지력 증진 및 환경오염 방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특장물 생산 유통 지원, 미곡 종합 처리장 지원,
@@@@@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 등
- 영농 기계화 추진 : 공동이용조직, 농업회사 법인, 쌀 전업농 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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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육성 : 2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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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생산 증대 :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처리 저장 시설, 노후 어선 대체 10
톤, 어류 종묘 배양장 1개소
● 농어민의 기술 향상
- 프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 새해 영농설계교육, 순회상담교육, 시
책 영농교육 등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 21세기 농촌을 이끌어 갈 지도자 육성
- 농업 법인체 경영 컨설팅(2개법인) : 경영 개선으로 소득 증대 및 21세기
농업의 구심적 역할
- 어업인 지원 기능 강화 :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어가 육성, 기술 보급, 정
보화 등 전문 경영인의 능력 배양에 중점
●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 : 마서면 도삼리 신기마을
-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한산 지현 지구),
주택 개량사업(150동), 공가 정비사업(55동)
-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 89개소

(4) 경제난 극복과 경제 기반 조성
○ 초긴축 재정 운용에 따른 재원 확충과 세출 감축 노력 강화

@

○「경제난 극복」
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군정 역량 총 결집
○ 본격적인 민선 2기 시대에 군민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 :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닌 고효율 시스템 구축, 경제
난 극복을 위한 환경 보전 시책 추진, 물가 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37,500명), 고용촉진 훈련사업(242명)
●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내실화
-’
99년 추진계획 : 사업지 2,194백만 원
선발 기준의 엄격화, 적재적소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지역 숙원 사업과 연계 인건비 등 대체 활용
-’
99년 중점 추진방향 : 화이트컬러 실업자를 위한 행정정보화 촉진, 생산
직실업자를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 우선 시행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 : 분양계약 취소 업체 부지 재분양 적극 홍보, 미
-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경영안전자금(15억 원 정도) 및 제품 판로
지원, 장항 원수 특별 농공 단지 공업용수 관로공사
●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 지방적 물가 안정 추진체제 구축 운영 : 지방 물가관리 강화(4% 이내로
조정), 물가관리 팀 운영 내실화, 물가 정보체계적 관리
- 농수축산물 수급 조절 및 생필품 집중 관리
- 개인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안정 지도
- 홈 쇼핑 직거래 판매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 유통 단계 축소로
상호 이익도모
● 군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
- 지방 재정 초긴축 운용과 조기 집행
- 중기 투자 및 지방 재정 계획의 효율성 제고 : 정부 예산과 연계한 재정
운용 기준 제시
- 주요 사업 투자심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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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된 분양 대금 상환 독려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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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
○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을 권역별, 계절별로 벨트화

@

○ 연안 해양과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소득 증대 도모
○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중점 추진

●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 한산 모시관, 금강 하구둑, 동백정, 부사방
조제와 연계한 사계절 다목적 관광지화
- 금강하구둑관광지 활성화 : 관광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체계 수립 시
행, 기본시설의 이용도 및 부대·연계시설 확충으로 부가가치 제고
- 금강변 도계지역 가꾸기 사업
수변 관광지의 역할 주목 : 자연 학습, 스포츠 활용 공간 개발
갯벌 및 갈대밭 : 향수와 정감을 향유하는 휴식공간
하구둑 주변 농업 자원 : 관광 산업 자원으로 농가소득 연계
● 관광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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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관광자원 발굴로「관광 명소화」
: 문화, 체험, 건강 등 테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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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환경과 자연을 연계한 생태관광 코스 개발, 금강하구둑관광지
와 금강변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해안도로(서면 장벌~비인 장포간
15.5km)가로수 식재, 서면 마량리 일출광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금강
호 철새전망대 건립(213평)
- 서해안 해양관광 개발 : 어항(홍원항, 송석항)을 휴양관광과 연계 개발
(어촌 체험 현장관광마을 조성, 어촌지역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관광지, 향토축제, 특산물 연계 관광열차 운행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바다체험장, 철새 도래지, 갈대 숲 등
지역 특산품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
「주민소득
,
증대를 위한 관광지」
로 개발

(6)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금 지원으로 자활 능력 제고

○ 결연사업 확산으로 사회의 안정감 고취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유도와 환경정책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어려운 계층의 복지 수준 제고
- 저소득층 자활 기반 구축 :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1,328명), 한시적 생계
보호비 지원(331명), 자녀 학비 지원(834명), 주거환경 개선사업(271가구)
- 노후생활 보장 :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순회 방문 진료, 경로연금 및 교
통수당 지급(19,390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139개소), 군 노인
회 운영비 및 충요예교실 운영(10개소)
-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확대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250명),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5세대),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20세대), 기타(자
녀학비, 의료비, 보장구)지원(276명),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제고 : 시설 운영비 및 수용자 생계비 지원(2개소),
영명각( 明閣) 관리사업(5개분야)
- 보육시설 운영 및 불우아동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지원(20개소), 영아 전
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10세대)
- 후원·결연사업 적극 추진 : 무의탁 노인 결연 후원금 지원(77명), 저소
득·편부·불우 가정 결연 후원금 지원(370명)
- 편부, 편모 가정 보호 지원 : 6개 분야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복지와 능력 개발 향상 : 여성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와 여성단체 지원
(9개 단체), 취미, 기술, 부업교실 운영(홈패션, 양재, 수지침, 미용, 국악 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도모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불평등
제도 개선
- 여성 의식 건전화 교육 확대 : 주부 교양경제 교육, 성폭력,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서비스 강화
-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운영 :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 확대 추
진,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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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마서면 어리), 저소득 아동 지원(621명),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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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대한 건강 증진 서비스 증대 : 보다 친절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주
민 신뢰 증진, 성인병 건강 진단 확대, 가정 방문 진료 및 모자 건강사업
활성화, 소년소녀가장과 간호사 결연으로 책임건강관리제 운영, 보건소
신축(지상 2층 지하 1층, 1,351㎡)
-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행정 구현 :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 및
「치매상담실」
운영, 거동 불편 노인 방문 및 순회 물리치료 실시, 초등학생
충치 예방 방문 진료 및 구강 건강교육
-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
보로 확산 방지, 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로 환자 조기 발견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환경 서천」실현
- 재활용품 사용의 생활화로 환경보전 의식 제고 :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재활용품 생산화, 환경 관련 시설 견학 및 민관 합동 환경행사
연중 실시
- 금강하구둑의 친수관광자원으로 관리 : 금강하구둑을 청정지역으로 지정
특별보호 관리(
「그린 네트워크화」
사업 추진), 각종 생태계 보전 이벤트행
사 실시, 자연보호 민간조직 및 철새 도래지 탐조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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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 수질 환경 조성 : 청정구역 지정 육성 및 깨끗한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바다 가꾸기 운동 전개, 환경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및 환경보전 자율 실
천 분위기 조성, 위생매립장 1단계 사면 및 우수관 교체 공사, 분뇨처리장
보강사업(1개소)
- 하천 및 호소의 수질 개선과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
업(1,200톤/일), 간이상수도 정비사업(3개소), 상수도 수질 보호(미나리꽝
설치 및 낚시 금지, 제한), 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6,000톤/일)
● 재난 대비 철저 및 민방위 관리체계 확립
- 재난·재해 없는 서천군 만들기 :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 관리 대상 시설
물 관리 철저,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대대적 전개, 인
명 중시의 재해상황 관리유지를 위한「재해사전대피제」적극 추진
- 민방위 역량 강화 : 각종 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신
고망 구축,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자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 의용소방대 시설 확충과 지원으로 기능 강화,
사기 진작을 통한 적극적 참여의식 고취로 지역 방재의 구심적 역할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 범군민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및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4종),
마을 주차장 설치(8개소)

(7) 인재양성과 문화체육진흥
○ 군민이 다함께 누리는 활력의 문화 복지 구현

@

○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로 지역 관광산업화 추진
○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각종 체육, 문화행사를 통한 여가활용과 군민 체위 향상

@@
● 내고장 인재 키우기 :「서천 기능대학」
유치 적극 추진, 가칭「서천 사랑 장
학회」설립(5억 원 목표)
●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 청소년활동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청소년 가요제 등 6회),
청소년상담실 운영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2개 동아리), 청소년
푸른 음악회 개최(9월중), 청소년 향토문화유적답사단 운영)
- 청소년 보호 및 유해 요인 제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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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가입 지원(29명),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단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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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교육으로 사회 문제 예방
● 문화 축제 행사
- 문화 관광 축제「모시 문화재」
(5. 1~ 5. 6)
장소 : 한산모시관, 금강하구둑, 춘장대 등
종목 : 4개 분야 25종목(연 20여만명 유치 목표)
- 서면 동백꽃축제 : 해변 축구, 동백꽃 이벤트 행사
● 지역 문화 증진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 문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방문화원 건립으로 지역문화
활동 공간 조성, 지역문화활동 동호인 단체 활성화 유도(11단체)
-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 및 발굴, 관광 명소화 :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체
계적 정비 보수(7개소)
●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진흥 : 도민체전 상위성적 도전, 체육시설 확충
(동네 체육시설, 간이농구대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체위 향상, 체
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3) 군정성과
● 군민과 함께하는「열린행정」
- 군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참봉사 행정 구현
지역개발정책세미나 및 정책 자문단 구성(19명) 운영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으로 수요자중심행정체계 확립
- 서천사랑운동의 지속 추진
「서천군민헌장」
제정(’
99. 4. 30)으로 자긍심 고취
「서천사랑장학회」
법인 설립(’
99. 7. 9)
⇒ 회원 3천 6백여명, 기금 5억4천6백만 원 조성

- 규제 완화와 생산성 높은 조직관리
주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행정규제 정비 198건
목표 관리제 도입, 지속적인 인력 감축(46명)
군「Home page」
구축으로 정보화 행정 구현
● 21세기를 향한 도시 산업기반 확충
- 풍요롭고 살기 좋은 21세기 장기발전방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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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비전 2020」
계획 수립 및 선포

-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개발
제5절 연도별 역점추진사업 및 성과

장항시장 이전 : ’
99. 7. 8 장옥 입주 및 개장
시가지 도로 개설 : 9개소 3,671m
시가지 하수관거 확충 : 2.2km
서천 소도읍 가꾸기 : 458m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 11개소 4.1km
● 다함께 잘사는 농어촌 건설
- 농어촌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이 만족하는 경지정리 : 10개지구 429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16km, 어항 개발 확충 : 4개항
-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전국 3위
’
99년도「벼」
재배 면적 : 10,883ha
쌀 생산량 : 439천석(10a 당 584kg 생산)
-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농어촌 하수도정비(118m), 주택 개량(150동), 공가 정비(55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 89개소 (1,780백만 원)

● 경제난 극복과 경제기반 조성
- 경제난 극복 대책 추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 43천명 (906백만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 210명 (243백만 원)
- 공공근로 사업
총참여 : 연 111천명 (3,961백만 원)
사업량 : 5개 분야 143개 사업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5개 업체(22억 원)
장항 원수 특별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공사 (115백만 원)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독특한 관광자원 발굴「관광 명소화」
서해안 도로(15.5km) 가로수 식재 : 백일홍 2천본
서면 마량리 일출광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 서해안 해양관광지 개발 : 송석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 관광지, 향토 축제, 특산물을 연계한 관광열차 운행
●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비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 1,200톤/일(5,708백만 원)
간이 상수도 정비 : 3개소(180백만 원)
● 문화축제, 체육 진흥
- 문화축제행사「제10회 서천 모시문화제」
개최
’
99. 5. 1 ~ 5. 6 한산 모시관, 금강하구둑
- 우수선수 발굴 육성 : 군청 육상팀(6명)
6개 대회 출전 → 금 10, 은 10, 동 2
● 아쉬움
- 태풍 및 호우로 2년 연속 농작물 피해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군민의 소외감 팽배
- 서천기능대학 유치 중단으로 군민의 실망감 표출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장군광역권 개발계획」
에 전주권 포함 문제로
지역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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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강화 : 보건소신축 408평(지상2층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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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8년
1) 군정의 여건과 과제

○ 민선자치 1기 마무리 : 미진사업 대책 마련

@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숙원사업 해결, 쾌적한 환경조성
○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 경영행정 추진, 조직·인력의 감량화
○ 경제난 극복에 따른 대책 : 소비절약, 중소기업 지원, 물가관리

2) 분야별 역점시책
(1) 서천사랑운동 지속 전개
● 서천사랑운동 2차년도를 맞아 원년의 의지를 계승하고 군민의 역량을 집중
하여 서천군의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시켜 21세기 으뜸 자치단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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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정신 세우기, 서천경제 키우기, 서천인재 키우기, 서천문화 꽃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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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잘사는 고장 만들기 등 5대 중점 추진계획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
는 실현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확대 전개(출향인사 포함)

(2)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
●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민원실종합정보센터
화(정보안내판, 교양도서 비치), 군정평가 설문조사 실시 (불편사항 개선,
건의사항 반영),「서천군 소식」
발간 개선(지면 확대, 매월 우편발송)
● 현장위주의 봉사행정 추진 :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2개반 6명), 이동치과
진료, 물리치료 확대, 야간 민방위학교 운영(민방위대원의 생활불편 해소)
● 주민 편의시설 확충 : 마을주차장 설치(7개소), 농어촌 버스정차대(5개소),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8동)
● 지역안정을 위한 재난관리종합체계 구축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정기
회의 개최, 사태수습체계 확립), 재난대비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 재난상
황실 설치 운영,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110개소 점검)

(3)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제고 : 생계비 인상 지급 1,160명, 학비지원
583명(2,216백만 원), 생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72명 573백만 원), 저
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229가구 44백만 원)
● 장애인 지원시책 적극 추진 : 생계보조수당 지급(237명 127백만 원),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57세대 21백만 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23
세대 8백만 원), 자녀학비·의료비·보장구 등 지원(161명 8백만 원), 수화
교실 운영(162명 5백만 원)
● 경로효친과 노인복지 증진 : 노령수당 지급(604백만 원), 노인교통수당 지
급(1,127백만 원), 경로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76백만 원), 노인학교·충
효교실 운영, 노인 위안잔치, 장수노인 위문
● 불우아동 복지시책 추진 : 보육시설 지원(20개소), 저소득아동 지원(간식비
661명),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13세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16세대)
● 후원·결연사업 전개
- 대상 : 70세 이상 무의탁노인 67명, 소년소녀가장 10세대 24명
- 무의탁노인 : 결연후원금 지급, 사랑의 음료 전달
-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관단체, 독지가 결연(후원금 지급)

● 군정운영의 생산성 제고 : 군 상징도안 제작 활용(지역상품 경쟁력 제고),
주요업무 심사평가기능 강화, 경영마인드 도입(경영행정과 인원 감축 도모)
●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능률 향상 : 경영능력을 갖춘 엘리트 양성(LG인화원
위탁교육 780명), 행정전산화·사무자동화(주전산기 도입, 행정통신망 전
국 단일시내통화권 구축)
● 경영수익사업 확충과 경상비 절감 : 자체발간실 운영, 한산모시관 입장료
징수, 금강하구둑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 정부예산확보 노력, 경상비 20%
절감(절감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
● 지방행정「10% 경쟁력 높이기」적극 추진 : 생활개혁, 10% 일더하기운동
지속 추진, 과소비 추방, 저축 증대, 지방물가 안정관리, 기업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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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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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확대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어업 기반 조성 : 경지 정리(봄마무리 8개 지구, 가을
착수 10개 지구), 농업용수개발(대형관정 5개소), 기계화 경작로 포장(8개
지구 19㎞), 농어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10개소), 임도시설(1개소 9㎞)
● 영농의 기계화 촉진과 전문농업인 양성 : 농업기계화(농기계구입 지원, 보
관창고 및 수리소 36동), 전문인력 양성(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
성, 농민교육 강화)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 특화작목 개발 : 성장유망 작목단지(1), 지역특화시범사업(1)
- IMF체제에 따른 대책 : 농업 경영구조 개선
- 유롱구조 개선 : 농산물 간이집하장(3), 농산물 가공공장(1),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 생활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마서, 한산), 주거환경
개선(주택개량 170동), 이용시설 확충(마을회관 건립 7동, 복지회관 1동),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철거 30동),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마서
면 도삼1리 신기마을), 농어민 사기진작(자녀 학자금지원 1,080명, 농민대
422

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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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 지역간 도로망 확충 : 국도 4호선 확포장공사,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 군
도 확포장(6㎞), 농어촌도로 확포장(6.8㎞)
● 오지,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2,764백만 원) : 오지 종합개발사업(도로 확포
장, 소득원 개발사업), 농어촌 마을도로 확포장사업(13읍면 21.3㎞)
● 도시기반시설 확충(5,430백만 원) : 소도읍 개발(서천읍 간선도로 개설 : 서
천역~버스터미날 500m), 시가지도로 개설(1개소 150m), 하수도 정비(10개
소 2.8㎞), 서천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장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수립
● 지방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 물가 안정(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54품목,
합동지도 점검 강화), 정기시장 정비(장항시장 진입로 개설, 서천시장 이전사
업 추진), 관광지 개발(금강하구둑관광지, 춘장대해수욕장, 금강변가꾸기),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장항국가산업단지 매립(1단계 490만평 → 425만평)

● 지역내 대규모사업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
95~2001),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 ’
94~’
98),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
91~ ’
97), 국도 4호선 확
장공사( ’
94~ ’
98), 금강 2지구농업 개발( ’
89~2004), 홍원항(1종항) 건설
(’
92~ ’
98)

(7)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
● 맑은물 가꾸기 사업 : 맑은물감시단 운영(65개 감시단 500명), 1사 1하천 가
꾸기사업(22개사), 하수관거 정비사업(5개 읍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000통/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수생식물 식재운동(상수원 상류 1개
소 시범사업 추진)
●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 장항 상수도 용수난 해소(화산취수장 물 공급, 정
수장 보강),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비인면),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신설
2개소, 보수11개소)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 :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주민 계도, 홍보), 쓰레
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쓰레기 감량(소형 소각로 운영 철저 10개소), 재활
용품 수집 활성화,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시범
아파트 4개소)

● 제9회 저산문화제 개최
- 5.20 ~ 5.23 한산모시관, 하구둑 : 모시길쌈대회, 백제 3충신제, 민속경
연대회 등
- 문화체육부 선정「국제문화관광축제」
로 발전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서천문화원 건립(6억 원), 저산팔읍길쌈놀이 전수회
관 건립, 문화유적 자료은행 운영(지정문화제 32개소, 비지정문화재, 역사
적 인물 및 사진, 민속설화)
● 향토문화유적 보존 : 문화재 보수(향교 3개소, 문헌서원, 이상재선생 생가,
동백정 등 보수, 봉서사 대웅전 개축)
● 체육시설 확충과 우수선수 육성 : 생활체육 진흥(청소년체련교실 등 생활체
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간이 농구대 3개소,
우수선수 육성(군청 육상부 5명, 각종대회 우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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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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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
●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 자정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민행정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인력감축·예산절약 추진
- 인력감축(일용직 포함) : 147명( ’
98-40, ’
99-53, 2000-54)
- 지방재정 긴축운용 : 인건비, 소모성경비 10~20% 절감
● 근검절약 군민운동 전개
- 에너지소비 절약 : 대중교통 이용, 난방온도 낮추기, 전기·물 절약
- 사치·낭비 줄이기 : 해외여행 자제, 재활용품 수집, 저축 생활화
- 공직자 자가용승용차 안타기 : 평일 2부제, 매월 2회 전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경영안정자금 지원, 상담창구 설치
운영), 지역경제 안정대책 추진(물가 안정관리 5% 이내, 취업정보센터 운영)

3) 군정의 주요성과
424

(1) 경제난 극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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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군민 참여 및 공무원 솔선수범
- 전 공직자 자가용 2부제실시
- 경상경비 20% 절감(2,088백만 원)
- 금 모으기 423.4Kg (64.4g/1인)
- 고철모으기 1,115톤(94,777천 원)
●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 46개 업체 6,590백만 원
● 실업자 일자리 마련 대책
- 실업자 취업 : 12개 업체 53명 알선
- 고용 촉진 훈련 : 28개 직종 400명중 55명 취업 알선
● 농어촌 지원 강화
- 귀농자 창업 자금 특별 지원 : 9명(180백만 원)
- 영농비 절감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
● 군민 생활안정 지원 : 취로사업예산 대폭 확대(287백만 원)
● 공공근로사업

- 제 1단계 : 연 10,571명 참여(1일 평균 187명), 282백만 원 집행(꽃길가꾸
기, 해안청소)
- 제 2단계 : 연 97,215명 참여(1일 평균 1,290명), 3,356백만 원 집행(산림
가꾸기, 농수로 정비 등)

(2)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지원
● 혁신적 조직구조 조정
- 행정조직 개편 : 4개과 1사업소 폐지 → 3실 8과 2직속기관 1사업소
- 공무원 정원 감축 : 감 102명(674명)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
의 구현
-「담당제」
도입으로 직위 중심 → 기능 중심의 조직 전환
● 행정규제 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15명) 운영 : 규제 영향 분석(265건)
- 기업 경쟁력 약화, 주민 불편 초래 규제 정비(70건)
● 초긴축 재정 운영
- 경상경비 20% 절감 2,088백만 원
- 인건비 절감 304백만 원 → 실업 대책비 등에 전용

●’
98. 6. 4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
98. 7. 1 자치단체장 취임 및 군의원 개원

(4) 제2의 건국운동 추진
●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 강도 높은 공직사회 자정운동 전개 → 군민 신뢰 획득
●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위원 25명)
●「서천사랑운동」
과 연계 범군민 운동 전개

(5)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전국 2위
● 금년도 벼 재배 면적 : 10,704ha(계획보다 44ha 증가)
● 쌀 생산량 398천석(10a 당 536kg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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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선 자치 2기 출범, 제3대 군의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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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요인
-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및 적기 모내기 실시
- 평당 포기수 확보와 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
-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총력 복구 추진

(6) 지역개발사업
● 도로망 확충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 서천 ~ 군산간(22.7km)
- 국도 확포장 : 1지구 10.8km
- 지방도 확포장 : 2지구 1.62km
- 군도 확포장 : 6지구 2.08km(북원교 90m)
- 농어촌도로 확포장 : 5지구 2.60km(월봉교 30m)
● 장항항 안벽 축조공사 확대 시행
- 2만톤급 2선석 : 안벽 330m, 부지면적 62,447㎡
● 비인 농어촌 지방수도사업 착공
- 시설 용량 1,200톤/일(관로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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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관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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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 서천 시가지 : 28개소 2.8km
● 금강변 도계지역 가꾸기
- 장항 원수 ~ 한산 신성(17.5km)
- 주요시설 : 가로등 설치 294동, 벚나무 499주 식재, 자건거도로 4.3km,
선착장 보수 1식, 화훼단지 12,757㎡, 주차장1,591㎡, 다목적광장 2개소
65,590㎡

(7) 농어촌 기반 조성
● 경지 정리 : 8개 지구 535ha
● 기계화 경작로 포장 : 14개 지구 19.6km
●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 마서면 신기마을
● 농어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 8개소
● 영농기계화 촉진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개선 등
●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 비인 다사항 호안 공사 133m

(8) 아쉬움
● IMF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감소 → 계획사업 조정, 유보
● 일부 공직비리 발생 → 행정 신뢰 훼손, 공직 사기 저하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 → 지역 발전 지연
● 폭풍 및 집중호우 피해 발생(1, 2차) → 총 피해액 2.387만 원

12. 1997년
1) 군정의 여건과 과제
○ 민선자치군정 후반기 : 단계별 군정성과 가시화

@@ ○ 주민의 기대와 욕구 분출 : 자주재원 확충, 숙원사업 해결
○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 경영행정 추진, 전문인력 양성
○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 : 물가관리, 공단조성, 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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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고장 서천사랑운동 전개 (’
97 중점 추진시책)
● 중점 추진내용
- 서천정신 세우기 : 진취적인 서천정신 정립, 애향심 고취
- 서천경제 키우기 : 우리고장 상품 애용하기, 지역업체 키우기
- 서천인재 키우기 : 장학사업 추진, 우수인력 취업 알선
- 서천문화 가꾸기 : 전통 문화유적 보전, 건전 생활문화 보급
- 깨끗한 고장 만들기 : 청결·질서·친절운동 전개, 푸른 농촌 가꾸기
●「서천사랑운동」
기획단을 중심으로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간담회, 다짐
대회 등)
● 기대효과
- 군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자치발전 도모
- 풍요롭고 쾌적한「살기좋은 새서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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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역점시책

(2)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천@@
●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민원실 종합정보센
터화, 군정평가 설문조사 실시
● 현장위주의 봉사행정 추진 : 도로·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 거동불편노인
가정방문 물리치료
● 주민 편의시설 확충 : 마을주차장 설치, 공용버스 운행(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
● 지역안정을 위한 재난관리종합체계 구축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강화,
재난·재해 구조장비 확충, 재난상황실 무선국 설치 운영,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3)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제고(2,549백만 원) : 생계비·자녀학비 지
원확대, 생활용품비·해산보호비 신규지원, 생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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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원시책 적극 추진(123백만 원) : 생계보조수당 지급(중증장애인
163명, 부부장애인 57세대),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1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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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효친과 노인복지 증진(1,983백만 원) :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 인상
지급, 경로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노인학교·충효교실 운영, 노인 위안
잔치, 장수노인 위문
● 불우아동 복지시책 추진(1,760백만 원) :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4)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
● 군정운영의 생산성 제고 : 재정운용진단 용역 실시(낭비적, 비능률적 요소
개선), 군 상징도안 제작 활용, 자치경영모니터링제 운영(불합리한 제도 개
선, 우수시책 발굴)
●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능률 향상 : 경영능력을 갖춘 엘리트 양성(기업체 위
탁교육, 해외배낭여행), 행정전산화·사무자동화, P-TIME제 운영(업무의
창의성·능률성 제고)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 자체발간실 운영, 마량리 동백

나무숲 입장료 징수,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정부예산확보 노력
● 지방행정「10% 경쟁력 높이기」적극 추진 : 생활개혁, 10% 일더하기운동
지속 추진, 과소비 추방, 물가 안정, 기업경쟁력 향상
● 경상비 10% 절감 : 절감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5) 미래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어업 기반 조성(12,169백만 원) : 경지 정리(봄마무리
4개 지구, 가을착수 7개 지구), 농업용수 개발(69개 관정), 기계화경작로 포
장, 항내 급유시설
● 영농기계화 촉진과 전문농업인 양성(4,466백만 원) : 농업기계화(농기계구
입 지원, 보관창고 및 수리소), 전문인력양성(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농민교육 강화)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2,973백만 원)
- 특화 작목 개발 : 성장유망 작목단지(1), 지역특화시범사업(4)
- 지역특산물 육성 : 단감재배단지(10㏊), 저마재배단지(8.3㏊)
- 유롱구조 개선 : 대도시직판장(2), 농산물포장센터, 포장 개선, 특작생산
● 생활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8,204백만 원)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마서, 한
산, 비인), 주거환경 개선(주택 개량, 하수도 정비), 이용시설 확충(마을회관
건립 16동, 어민복지회관 건립 1동), 농어민 사기 진작(자녀 장학금지원 확
대 1,223명, 농민대상 시상)

(6)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 지역간 도로망 확충(5,182백만 원) : 해안도로 개설(6.9㎞), 홍원항 진입로
확포장(1㎞), 군도 확포장(2㎞), 농어촌도로 확포장(4.5㎞)
● 오지,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 오지 종합개발사업(도로 확포장 3.5㎞, 소득
원 개발사업 2종), 농어촌 마을도로 확포장사업(13읍면 33개소 7.5㎞), 육
지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비인 다사리 호안시설 200m)
●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도읍 개발(서천읍 간선도로 개설 : 서천역~천주교회
300m), 시가지도로 개설(4개소 500m), 하수도 정비(13개소 2.3㎞),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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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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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장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수립
● 지방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 물가 안정(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54품
목, 합동지도 점검 강화), 정기시장 정비(장항시장 진입로 개설, 서천시장
이전사업 추진), 관광지 개발(금강하구둑관광지, 춘장대해수욕장, 금강변가
꾸기),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우량기업유치, 장항국가산업단지 매립(1단계
490만평), 장항항 개발(접안시설)
● 지역내 대규모사업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
95~2001),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 ’
94~’
98),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91~’
97), 국도 4호선 확장
공사(’
94~’
98), 비인우회도로 개설(’
94~’
97), 금강 2지구농업 개발(’
89~2004),
홍원항(1종항) 건설( ’
92~’
97)

(7)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용 활성화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활성화 : 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홍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시범지역 확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위생매립장
보강사업 마무리, 환경모범마을 지정 운영,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처리
절차 간소화,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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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 가꾸기 사업 추진 :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오염원 실태조사,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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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맑은물감시단 운영, 마을도랑 관리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1일
150㎥ 규모)
●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 : 상수도시설 보강(서천, 종천취수장), 광역상수도 용
수시설 투자(보령댐, 용담댐 정수장 설치),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비인),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

(8) 전통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 제8회 저산문화제 개최
- 5월중 한산모시관 : 모시길쌈대회, 모시아가씨 선발, 민속경연대회 등
- 한산모시의 우수성 홍보,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한산모시관내 향토관 건립
● 향토문화유적 보존 : 문화재 보수(향교, 문헌서원, 이상재선생 생가 등 보
수, 마산면 가양리 미륵바위 보호각 신축), 건지산성(사적 제60호) 주변정리
및 건물 복원

● 체육시설 확충과 우수선수 육성 : 공설운동장 건립(마서면 옥산리), 생활체
육 진흥(생활체육교실 10개소 운영), 우수선수 육성(군청 육상부 3명)

3) 군정의 성과
(1) 영광과 보람
● 단보당 쌀 생산량(577㎏) 전국 3위 차지
- 지난해에 이어 풍년농사 달성, 선진농업군의 저력 과시
● 살기 좋아진 시군으로 전국 9위
- 현대경제연구소 조사 발표(6월 조선일보)
● 서천사랑운동 전개
- 군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 지역개발의 촉진
- 장항~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비인 우회도로 건설, 서천토지구획
정리사업, 서천역광장 확장, 서면 홍원항 진입로 개설, 장항·서천시장
이전
- 춘장대해수욕장 및 금강변 도계지역 가꾸기사업 착수, 금강하구둑관광지
마무리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군민의 의지 결집
- 개야수로 백지화, 도류제 국가시행, 군산해상도시건설 저지

(2) 아쉬움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본격추진 지연
- 북측도류제, 개야수로, 공단면적의 일부 축소와 계획 변경
● 현장행정 사전대처 미흡
- 유부도수심원 부실 운영, 건축폐기물처리장 관련 민원 발생
● 지역경제의 어려움
- IMF체제하에서 국내외적 경제난으로 지역경제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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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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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년
1) ’
96 중점과제
○ 신뢰받는 군정 - 친절봉사, 현장확인, 경영행정
○ 농업 경쟁력 강화 - 기반시설 보강, 고품질작목 특화
○ 농업입지여건 활용 - 공단조성, 기업유치, 고용증대
○ 살고싶은 내고장 만들기 - 교육문화시설, 생활환경 확충

2) 분야별 추진사업
(1) 정성을 다하는 친절봉사행정
●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가로등, 상하수도, 도로교통, 쓰레기문제 등 생활민원
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노약자 돌아보기와 마을주민의 고충사항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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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읍면장 1일 1마을 순방제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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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민원서류, 공사현장과 시설물에 담당공무원을 표기하는 행정실명제
시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부여
● 공무원 1인 1건 아이디어 찾기, 과제연구팀 운영과 병행하여 군민제안제도
로 확대 발전 - ’
95 공무원 아이디어총람 발간(605건)
● 민선자치 2차년도인 1996년을 10% 일 더하는 해로 정하고 모든 공직자가 참여

(2) 자치능력 배양과 세계화 추진
● 자주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 : 경영수익사업(공유수면 매립,
관광지 조성 등) 전개, ’
97 예산 확보(국가 및 지방의 중점사업)
● 자치행정인 육성과 국제교류 증진 : 선진행정연구 도입(공무원 Q-Meeting
제 운영), 해외연수제도 개선(사전 준비 후 특정과제중심 연수), 중국 해안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증대 : 행정사무 진단, 문서처리·관리능력 제고, 사

무환경 개선, 문서 감축, 효율적 시간관리, 보고제도 및 회의제도 개선
● 의회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 : 의정활동 성과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 각
종 자료의 적기 제공,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3) 질서 있고 안정된 지역사회 건설
● 건강한 국민정신으로 도의사회(道義社會) 이룩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
회」분위기 확산, 충효교실 운영, 이웃돕기, 도의새마을운동 전개
● 저소득층, 불우시설, 노인지원 확대
- 총대상 : 19,637명, 35억 원(지원기준 20% 인상)
- 지원 내역 : 생계비, 자녀학비, 생활안정자금, 노령수당, 교통비 등
● 물가안정관리 : 안정목표(소비자물가 4.5%, 서비스요금 5% 선), 관련단체
와 협조 물가 인상 억제 유도, 37개 품목(공공서비스 6, 외식비 20, 기타서
비스 11) 500개 업소 관리
●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 : 인명 중시의 방재체계 구축, 긴급 구조·
구난대책 수 립, 교통사고 줄이기 적극 추진(경보등 외 3종 시설 확충 : 125
백만 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전문대학, 기업 유치활동 전개,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시장 이전 정비(장항, 서천, 한산시장 : 46억 원)
●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서천 만들기 : 공해 발생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자
연환경 보전에 대한 군민 인식 전환 - 쓰레기 40% 감량, 환경달력 제작 배
포(30,000부), 위생매립장 2단계 확장(16억 원), 위생처리장 증설 완료(90
㎘/일), 음식물 찌꺼기 유기질비료 활용(10톤/일), 공해배출 업소·축산농
가 지도 단속

(4) 농업경쟁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영농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 4개 사업, 194건, 249억 원@@
- 경지정리(봄, 가을) : 42㏊ - 3,808백만 원
- 농업기계화 촉진 : 6종 - 4,545백만 원
- 유통구조 개선사업 : 3종 - 920백만 원
- 도로, 주택, 소득원 개발 : 184건 - 15,62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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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센터 운영, 예향운동 전개(주민등록, 차적, 내고장 학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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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사업의 적극 추진 : 고품질 특화작물 개발(지황, 버섯, 단감, 시설채소),
프로농업인 양성(4-H 회원, 후계자, 지도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대농
민서비스 증진(이동수리반, 농민상담소, 농사정보실 운영)

(5) 2000년대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 개발방향
- 장군국가공단 및 대규모 개발사업 적극 협조 지원
-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시장 이전, 보령댐 상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 시가
지 도로 개설
- 관광지 및 휴식공간 조성 :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 춘장대해수욕장, 금
강변가꾸기 사업 추진
● 지역내 추진중인 대규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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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장항국가공단 조성

470만평

9,316억 원

1995 ~ 2001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12.4㎞

663억 원

1994 ~ 1998

국가공단진입로 개설

8.5㎞

440억 원

1991 ~ 1997

국도4호선확장공사

10.8㎞

443억 원

1994 ~ 1997

비인우회도로 개설

3.2㎞

84억 원

1994 ~ 1997

금강Ⅱ단계농업 개발

43,000㎞(충남 7,214)

4,158억 원

1989 ~ 2004

홍원항(1종항) 건설

방파제 811m물량장 340m

89억 원

1992 ~ 1996

(6) 전통문화 육성과 체육진흥
● 전통문화 발굴과 충효정신 고취 : 유물·자료 전시공간 마련(향토박물관,
길쌈놀이전수회관 건립), 문화재 보호육성(지정문화재, 향교, 정려문 보수)
● 제7회 저산문화제 개최
- 기간, 장소 : 5. 1 ~ 5. 3, 군민회관, 한산모시관
- 행사 내용 : 모시제, 길쌈대회, 민속놀이, 모시아가씨 선발, KBS 전국노
래자랑, 모시제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 등
● 생활체육기반 확충 : 공설운동장 건설(마서 : 부지매입, 기반공사), 시범 레
포츠공원 마무리(서천), 생활체육 증진(종별체육대회 활성화), 우수선수 육
성(가맹단체, 군청육상팀)

3) 군정의 성과
(1) 영광과 보람
● 단보당 쌀 생산량 전국 1위 차지
- 사상 유례없는 풍년농사 달성 → 선진화된 농업군의 저력 과시
● 저산문화제 성료
- KBS 전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
- 문화제를 통해 군민화합분위기 조성
● 자치군정의 기틀 마련
- 조직 개편, 아이디어 총람, 자치법규 정비,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등으로
민선자치시대 에 걸맞는 자치군정의 토대를 마련
● 10% 일 더하기 운동의 성공적 수행
- 군 예산 1천억 원 시대 개막,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현안문제의 해결
- 개야수로 백지화, 도류제(導流堤) 국가 시행, 공단 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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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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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 어선, 양식시설 등 피해(626가구 22억 원)
● 님비(NIMBY)현상 표출
- 집단민원 발생, 일부사업 지연 등의 차질 초래@@@@@

14. 1995년
1) 군정의 여건과 과제
여건
○ WTO시대 출범
○ 세계화 원년
○ 4대 지방선거

과제
○ 자치역량 증대
○ 세계화 추진
○ 농업기반 확충
○ 지역개발 촉진

2) 주요추진사업
(1) 지방자치 역량 증대와 세계화 추진
●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 : 각종 행정자료의 성실한 제공
●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 : 전 공무원(758명)의 공명선거 요원화
● 세계화를 향한 경쟁력 제고
● 투명하고, 깨끗하며, 능률이 있는 열린 군정 : 진실·미소·친절한 응대, 미
래를 바라보는 행정목표 제시, 경영행정의 도입

(2)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새가정·새사회 운동」적극 추진
● 안전하고 견고한 재난관리 : 1일 24시간 동안 완벽한 안전관리, 119구조
대·수방단·인명구조대의 정예·활성화
● 사회복지 증진 : 사회계층의 훈훈한 보호(4,398백만 원),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1,615백만 원)
● 청소년 육성과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 불우청소년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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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적극 유도,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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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위주의 생활환경 보전
● 자연정화 활동의 활성화 : 주말 자연보호 활동과 국토 청결의 날 행사 지속 추진
● 천리 꽃길 조성 : 향토수·향토꽃이 조화로운 고장 조성, 특색있는 가로변
가꾸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
● 군민 보건 증진 : 빈틈없는 방역, 식품위생 수준 향상, 공중이용시설의 깨끗
한 관리

(4) 경쟁력있는 생산적 농업기반 확충
● 농업혁신전략사업의 적극 추진 : 맛좋고 값싸고 믿을 수 있는 서천쌀 만들
기, 직과재배 확대와 생력기술 보급으로 원가 절감, 성장유망 작목의 개발,
특산단지 조성, 정예 농어촌 인재 육성
● 유통구조 개선과 기계화 촉진 :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직판장 설치, 포장개

선과 규격출하사업, 농협·생산단지별 농산물 직거래, 농업기계화 촉진, 지
역 농업개발센터 지속 육성
● 살기좋은 농어촌 가꾸기 : 농업기반(경지정리 : 8개지구 60ha, 농업용수 개발
: 5건, 소하천·저수지 준설 : 10건), 주거환경(정주권 개발 : 1개 지역, 주택·
부엌·목욕탕·불량변소 개량 : 788건), 도로(군로확포장 : 5Km, 오지·농어
촌, 도로정비 : 9.5Km, 마을 안길 등 : 184건, 다시 가꾸기 사업등 : 13개소)
●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경영기반 조성 : 조림사업 85ha, 임도시설 11Km,
천연림 가꾸기, 불량잡목 제거
● 어업기반확충과 어장 정화 : 소규모 어항시설·노후어선 대체, 어장 정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어업지도선 운영, 어민 교육

(5)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 중소기업활동의 적극 지원 :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와 부당행위를 자제하고
각종 육성기금과 융자금을 원활히 지원, 직업훈련(5개분야)과 정보센터(14
개소)를 내실있게 운영
● 재래시장의 깨끗한 정비 : 장항 정기시장 이전 정비(2,900백만 원), 서천 정
기시장 이전 정비(8,100백만 원)
개공단(장항 신창공단·장항 화천공단·장항 원수특별농공단지·종천 농
공단지)의 업체 입주 추진
● 도시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 서천 상수도 연수사업(1,709백만 원), 소도읍 가
꾸기(1,270백만 원), 상수도 맑은물 공급(315백만 원), 하수도시설(438백만 원)

(6) 건전한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 지방문화 육성발전 : 문화재 보호육성(문헌서원, 비인 5층석탑 등),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의 지속 전개(풍물 동우회, 어린이 농악 등), 제7회 저산문화
제 개최(모시제, 모시길쌈대회, 저산팔읍길쌈놀이 시연 등)
● 관광개발과 체육진흥 : 금강하구둑 주변 가꾸기(유채꽃밭 조성, 수변공원
조성 등), 춘장대해수욕장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체육의
활성화(시범레포츠공원 조성 마무리, 군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구 저변 확대)

제2장 행 정

● 2000년대를 대비한 지역개발 : 공동화시책의 내실있는 추진, 기 조성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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