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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유익한 점을 취하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2020년은 군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세계 속에서 빛나는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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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현황

연 혁
삼국시대 : 청기현(靑己縣)
■ 통일신라 : 적선현(積善縣)
■ 고려시대 : 부이현(鳧伊縣), 운봉현(雲鳳縣), 청부현(靑鳧縣)
■ 조선시대 : 세종 즉위년(1418년) : 청보군(靑寶郡) 승격(청부, 진보 합현)
■

세종 5년(1423년) : 청송군(靑松郡) 개칭(진보 분리, 송생 합현)
세조 5년(1459년) : 청송도호부(靑松都護府) 승격(안덕현 병합)
고종황제 33년(1896년) : 경상북도 청송군

면 적
■

면적 : 846㎢(임야 81.4%, 농경지 11.5%, 기타 7.1%)

행정구역
■

행정구역 : 1읍·7면, 136개리, 542반(자연부락 397)

인 구
■

25,616명(남12,752/여12,864)

    세대수 13,862세대, 65세 이상(9,135명/35.94%)
※ 2019. 12월 기준

행정조직
■

1실·12과, 2직속, 1사업소, 1읍·7면 / 정원 5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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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도시 브랜드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연자원에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힐링의 공간적인 색깔을 입혀 청송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 자연
주의 콘셉트의 도시 브랜드

심벌마크
•상단부의 초록색은 청송군의 ‘푸른산’, 하단부의 왼편 청색은 ‘깨끗한
하천’, 오른편 황색은 ‘기름진 들’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함
으로써 일체감과 미래지향적 진취성을 추구하는 활기에 가득찬
전원농원의 이미지를 나타냄

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청송국가지질공원 인증(2014. 4. 11 환경부고시 제2014-62호)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위원회 심의/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2017. 5. 2.)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2017. 5. 5. ~ 2021. 5. 4.)

청송국제슬로시티
•치타슬로(Cittaslow)는 이탈리아어로 슬로시티(slow city)를 뜻함
•자연을 상징하는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업고 행복과 자유를 향해가는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적 삶을 의미
•2011. 6. 25 국내 9번째로 인증(주왕산면, 파천면)
•2017. 3. 10 군 전역 확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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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현황_2020년도
■

2020년도 본예산 : 3,521억원(일반 3,215, 특별 306, 재정자립도 7.82%)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306억원

총/규/모

3,521억원

일반회계 3,215억원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200,000

195,36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2,065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5,817
14,555

14,240

지방세

세외수입

20,05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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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위 : 백만원)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21,647

11,988

2,737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20,851

46,229

64,844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23

84,048

2,576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예비비포함)

10,931

20,150

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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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 체제 변경
•청송사과유통공사(공기업) 해산 → 청송사과유통센터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사업자 공모 → 운영협약 체결

▶ 청송사과유통센터 주왕산 APC 농산물 공판장 개장
•경상북도로부터 2019년 11월 1일 농산물 공판장 개설 승인
•2019년 11월 8일 청송군 농산물공판장 개장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역내 생산된 모든 농산물의 택배비 지원(10억원)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연간 최대 50만원

▶ ‘청송황금사과’특화발전 및 상표등록
•청송황금사과 브랜드 네이밍·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브랜드네이밍(황금진), 디자인 상표등록

▶ 메이저 스포츠를 활용한 청송사과 홍보행사
•2년 연속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에서 청송사과 특별홍보행사

▶ 청송군·월드채널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개원
•캄보디아 깜뽕짬 주, 한국어 교육 및 농업기술 전수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 가능

▶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산남분소 건립
•구. 안덕면 복지회관 / 사업비 453백만원
•건축 259㎡(사무실, 교육장 등), 5실 3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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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어르신 목욕비 지원(천원 목욕탕)
•청송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군민 대상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이용 가능한 목욕권을 월 2매씩 분기별 지급
•복지회관 목욕탕(주왕산,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일반대중탕(청송, 파천, 진보)

▶ 현서면 장애인·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립
•현서면 구산동로 27 / 사업비 2,000백만원 / 2019. 12월 준공
•장애인자립센터(1F), 노인회관(2F), 정보화교육장(3F)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참전명예수당 : 10만원/월(2018년) → 13만원/월(2019년)
•보훈예우수당 : 7만원/월(2018년) → 8만원/월(2019년)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연1회 1인 3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 지원

▶ 진보 키즈카페 조성
•진보면 군립 공공도서관 1층 및 전정 / 사업비 1,000백만원
•472.19㎡(실내놀이터)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송하나어린이집(파천면 양지도치골길 6) , 2019. 12월 준공
•사업비 1,350백만원(하나금융 민관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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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청송사과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2020~2021 국도비 포함 연간 1.2억원 지원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청송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확정
•2019. 7. 1 재인증 / 매 4년마다 재인증 신청
•청송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신청(2021년)

▶

도시브랜드 상표 출원

•맑고 청정한 청송의 이미지를 새로운 콘셉트로 메이킹하여 도시브랜드 활성화
•관련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 병풍바위 지질명소관광자원화 사업 준공
•위

치 : 부남면 구천리

•사업기간 : 2016~2019
•사 업 비 : 22억
•사업내용 : 생태하천 데크로드 및 보행로(L=1.7㎞), 편의시설 설치 등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청송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2019~2020), 10억
•청송군민운동장 조명시설 교체(2029~2020), 10억
•청송군민운동장 기능보강(2019~2020), 10억
•청송파크골프장 조성(2019~2020), 18홀 규모,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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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 민자유치
•위

치 : 파천면 신기리 일원

•사 업 비 : 1,200억(민자 1,100억, 공공 100억)
•사업기간 : 2019 ~ 2024
•사업내용 : 대중골프장 27홀, 숙박시설, 산림레포츠 체험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조성 등

▶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
•대교눈높이 전국고등축구리그 외 8개 대회
•2019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외 5개 산악스포츠대회

▶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 지원 사업 시행
•청·중장년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공모를 통해 청송읍 금곡리 외 6개 마을 지원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청송읍 중앙로 일원 간판개선 사업
•간판정비 118개 업소, 노후 간판 교체 및 불법 간판 철거

▶ 경상북도 청년괴짜방 8호점 개소
•현동면 창양리
•청년, 지역민, 창업아이템, 지역문화 등 창업네트워크 공간

▶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금융기관 이차 보전 지원)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19. 12. 24.)
•2020년 195백만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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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진보면 갓바위 지구, 23가구 정도 건축 규모 택지 조성
•분양 2020. 3 ~ 4월 경

▶ LH 임대아파트 준공
•진보면 각산리 일원, 2019. 11. 21. 준공
•임대주택 100호(국민 80, 영구(기초생활수급자) 20)

▶ 청송IC 접속부 국도 31호선 확장공사 준공
•고속도로 입구 도로확포장 L=0.7㎞, 57억, 2019. 11. 30. 준공

▶ 청송소방서 유치 확정
•위

치 : 청송읍 금곡리 716번지 일원(11,924㎡)

•규

모 : 연면적 3,630㎡ (지상3층, 지하1층)

•총사업비 : 105억원(설계 및 건축 : 91억,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14억)
•사업기간 : 2020. 3월 ~ 2021. 9월

▶ 군민안전보험 공제 가입
•가입대상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자동가입
•가입목적 :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Ⅱ. 2019년 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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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의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부동면 → 주왕산면 명칭 변경
•주민들의 뜻에 따라 방위개념에 따라 명명된 부동면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주왕산면’으로
2019년 3월 1일 변경
•지역 대표 관광지인 주왕산을 지역명칭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 공약 군민 배심원단 운영
•군수공약 추진현황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조정 안건 심의
•군수 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반영
•2019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계획 평가 SA(최고) 등급

▶ 이장 건강 검진비 지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현직 이장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 한도 내
지급(홀·짝수년도 출생자 구분, 격년)

▶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휴대전화로 정보 송·수신 가능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빠짐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 SNS를 통한 군정 및 지역홍보 강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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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상 현황
수상일자

수

상

명

주

관

수상내역

수상내역

2019. 1. 29.

2019 소비자선정 최고의브랜드
대상 유네스코 인증도시 부문 대상
수상(2년 연속)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상패

대상

2019. 2. 14.

경상북도 최우수축제 지정
(7년 연속)

경상북도

보조금
60백만원

최우수

2019. 2. 14.

2018년도 의약관리사업
평가대회

경상북도

100만원

최우수기관

2019. 3. 27.

2018년지역사회건강조사
평가대회

질병관리본부

상장

우수기관

2019. 4. 5.

제47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경상북도

100만원

우수기관

2019. 4. 16.

2018 경상북도 시군평가 도약상

경상북도

상사업비1억
포상금 300
만원

도약상

2019. 4. 19.

2019 대한민국대표브랜드
사과부분 대상 수상(7년 연속)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대상선정위원회

상패

대상

2019. 4. 25.

2019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계획평가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19. 8. 29.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 ‘창의도전 대상’ 수상

고려대빅데이터
융합사업단

2019. 9. 3.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2019. 9. 10.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

경상북도

상패

도지사

2019.10. 2.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70만원

우수상

최우수

상패

대상

최우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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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일자

수

상

명

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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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수상내역

17

2019.10.31.

제11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신체활동부분)

보건복지부

상패

장관

2019.11. 8.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행정기관 적십자회비 모금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스타일러
청소기

최우수상

2019. 11.28.

2019년 건강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청송군 현서면)

경상북도

30만원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
지원단장

2019. 11.29.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

경상북도

상패
(상금30만원)

우수기관

2019. 12. 5.

2019년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

질병관리본부

상패

장관

2019. 12.10.

2019년 심뇌·금연·아토피천식
사업 합동 성과대회

경상북도

100만원

최우수기관

2019. 12.11.

2019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경상북도

30만원

최우수기관

2019.12.11.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경상북도

50만원

우수

2019.12.19.

2019년 주택행정종합평가

경상북도

100만원

최우수

2019.12.20.

경북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경상북도

140만원

우수상

2019.12.23.

2019년 경상북도 시군 식량
적정생산 시책평가

경상북도

250만원

최우수상

2019. 12.

2019년 암예방관리사업 평가

경상북도

100만원

최우수기관

2019.12.26.

2019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회 최우수기관상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250만원
상패

최우수상

2019.12.27.

청송사과축제
2020~2021 문화관광축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120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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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성과지표
재정규모
2019

2020

3,318억원

3,521억

일반회계 3,036억 5300만원,
특별회계 281억 4700만원

일반회계 3,214억 5400만원,
특별회계 306억 4600만원

※ 전년대비 (일반회계 5.86% 증가, 특별회계 8.88% 증가)

도시여건
2019

2018

116.3%

115.3%

15,140
1.0% 증가

주택보급율(주택 수 / 가구수)

2019

2018

71.5%

73%
2.5% 증가

상수도 보급율(단위 : %)

2018

2019

82.3

82.3

2019

2018

15,462
2% 증가

자동차 보유대수(단위 : 대)

2019

2018

44.5%%

50.6%
12% 증가

하수도 보급률(단위 : %)

출생율
2019
2018

123명

85명
31% 증가

도로포장율(단위 : km)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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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유
2018

2019

2018

2019

13

14

33

34

1개소 증가

1개소 증가

국가지정 문화재(단위 : 개소)

2018

2019

22

22

도지정 문화재(단위 : 개소)

귀농인
2018

93가구 165명

2019

95가구 152명

8% 감소

향토 문화재(단위 : 개소)
※ 11월 말 기준

농산물 생산량
2018

62,606M/T
131,489백만원

2019

60,929M/T
104,799백만원

3% 감소

2019
2018

12% 증가

사과

고추

농업총소득
2018

222,075

호당 평균소득
2019

2018

182,294

33,319

18% 감소

(단위 : 백만원)

1,742M/T
18,873백만원

1,561M/T
25,979백만원

2019
18% 감소

(단위 : 천원)

27,26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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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
█ 민선 7기 군정운영 방향
█ 6대 전략과제
      - 소득이 보장되는 미래농업 육성
      - 함께 누리는 따뜻한 나눔복지 구현
      -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
      - 군민과 소통하는 화합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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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운영 방향

I 군정비전 I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I 군정목표 I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농촌

함께여서 따뜻한

나눔복지

문화로 꽃피우는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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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0년 군정운영방향 I

새로운 도약, 함께하는 청송!

I 6대 전략과제 I

1

소득이 보장되는
미래농업 육성

2

함께 누리는 따뜻한
나눔 복지 구현

3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4

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

6

군민과 소통하는
화합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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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이 보장되는 미래 농업 육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Ⅲ.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

1

소득이 보장되는 미래농업 육성

1. 농산물 특화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명산업 육성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대중교통이용 홍보·광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행사 등

◼

메이저스포츠를 활용한 청송사과 홍보행사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유통효율화 지원 1,327백만원
•농산물 마케팅지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과실브랜드육성 지원 등

◼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농가 지원 900백만원
•출하농가 물류비 등 지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공급 2,048백만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청송몰 인터넷 운영, GAP 안전성분석 지원 등

◼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1,000백만원
•농가 세대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

2. 농업소득 안정 도모로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3,000백만원
•농가당 50만원/년, 6,000 농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98백만원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 및 생활자금 지원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8,728백만원
•청송지역 29개 품목(사과 적과 전 종합위험보험 등)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662백만원
•만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군비부담률 증가(15%→25%)로 자부담률 감소(30%→19%)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 1,739백만원
•중소형농기계사업 지원, 벼 병충해방제 지원, 영농안전장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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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2,781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등

◼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4,851백만원
•과원갱신, 관수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철선울타리, GAP

◼

과실 생산·수급 경쟁력 제고 지원 1,196백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승용예취기(리프트기), SS기 등

◼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 경쟁력 제고 1,633백만원
•반사필름, 착색봉지, 과원부직포, 꽃가루인공수분기 지원

◼

고추 생산기반 확충 지원 2,006백만원
•고추 부직포, 멀칭비닐, 고추 병해충 방제비, 고추 생산 장비 등

◼

농작업 인력 확보
•영농일자리지원센터(청송, 산남분소)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농업 연수생도입

3. 경쟁력 있는 농촌 수익 모델 창출로 미래가 있는 농촌
◼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380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농식품 지원 등

◼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 477백만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등

◼

신기술 및 새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 추진 89백만원
•신기술·영농 문제점 해결 시범사업 2개소, 새소득 육성 사업 8개소

◼

고추 명품화 단지 육성 200백만원
•고추 명품화 사업단 확대 정예화 : (‘19)161 → (’20)200호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아카데미, 선도농가 육성 등

◼

기능성 발효종균 활용 발효식품 활성화
•장류 품질 향상 기술 시범 1개소, 발효식품(주류·음료) 제조시범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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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활성
•창업보육, 제품개발 시험 및 실습, HACCP 인증 대비 설비 확충

◼

채소·특작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관수 자동제어 시스템, 생분해 멀칭필름, 무가열 황토유황 제조기

◼

청송자두 소득화 향상 모델 발굴 900백만원
•청송자두 명품화를 위한 공동출하시스템 구축 등 2개사업

4. 청송사과 명품 브랜드 제고
◼

청송 황금사과 브랜드 “황금진” 홍보 마케팅 사업 97백만원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광고, 대도시 전광판 광고, 포장재 지원 등

◼

청송사과 품질보증제 시행
•청송사과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보증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청송황금사과 재배기술 체계 구축 500백만원
•청송황금사과 원천기술 개발 종합컨설팅 외 2개사업

◼

청송과수 품질안정성 확립 1,008백만원
•청송과수GAP단지 조성 3개사업(사과, 자두, 복숭아)

◼

과수산업 선도기술 개발 체계 구축 247백만원
•국내육성과수 전문생산단지 조성 외 2개사업

◼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 6,000백만원
•2020~2023, 청송읍 송생리 일원
•사과연구소 표준과원 등

3. 경쟁력 있는 농촌 수익 모델 창출로 미래가 있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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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따뜻한 나눔복지 구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든든한 힘이 되는 복지,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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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누리는 따뜻한 나눔 복지 구현

1. 100세 행복,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은빛세상 조성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071백만원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2,800명 정도 일자리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1,417백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찾아가는 행복경로당 운영,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

취약노인 보호사업 추진 1,418백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

천원 목욕탕(어르신 목욕비 지원) 760백만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목욕탕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월 2회)

◼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확충(1개소) 40백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

화장장려금 지원 28백만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비용일부지원

2. 맞춤형 상생 복지 실현으로 어울림 문화 조성
◼

취약계층 아동복지 지원사업 377백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취약계층 아동건전육성, 입양아동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사업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영육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465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지원 1,287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

아동수당 지원 811백만원
•683명 (관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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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키즈카페 외부환경 정비 500백만원
•키즈카페 외부 놀이시설(분수대 등) 설치

◼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 운영지원 675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97백만원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사업 376백만원
•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 운영, 모국방문 지원 등

◼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256백만원
•통합사례관리, 읍·면 복지사업 지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9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급 월 15만원(30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지급 월 5만원 지원

◼

보훈예우수당(사망위로금)지급 월 8만원(30만원)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2,893백만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 등

3. 미래를 약속하는 명품인재육성 및 특화된 평생교육
◼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 인재양성원 운영, 장학금 지급
• 입시컨설팅, 1:1 화상강의 지도

◼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
•방과 후 교실, 야간특강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619백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46백만원)
•친환경농·축산물 및 농식품 구입비 지원(784백만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75백만원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이내

◼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
•상해, 백두산 등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2020. 6~9월)
•관내 중학생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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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교육 ‘STEAM’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실)

◼

명품청송아카데미 운영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리)

◼

마을 평생학습지도자 역량 강화사업 지원
•도전 어르신 골든벨 개최, 어르신 노래자랑
•평생학습지도자 워크숍 실시

◼

명품청송 군민대학 운영 120백만원
•건강·취미·소양 프로그램 읍면별 2~4개반 운영

4. 생로병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설치 1,500백만원
•안덕보건지소 650㎡ 리모델링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배치 운영

◼

치매예방관리사업 818백만원
•치매보듬마을 조성, 치매안심센터(청송), 치매안심센터분소(안덕) 운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165백만원
•건강마을조성 사업, 혈관 튼튼만들기 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플러스 사업 등 운영

◼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 677백만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상향 확대 지원, 다자녀·저소득층 출산 가정 의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및 인계점 관리 210백만원
•산남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추가 설치

◼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건립 3,940백만원
•공동주택 2동(30세대, 1,240㎡ 건립)
•응급의료 안정화와 우수 의료진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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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청송이 갖고 있는 구슬을 잘 꿰어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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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1.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 확산
◼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 확산

•대도시 대중교통 매체, 온라인, 주요 언론 미디어 홍보 등
◼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마케팅 추진

◼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710백만원

•지질공원 교육·체험·탐방·운영 활성화, 지오파트너 협력사업 등
◼

주왕산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 5,246백만원

•주왕산면 상의리(주왕산국립공원 주차장), 2018~2020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안내 센터 건립
◼

주민주도형 슬로시티 운동 전개

•슬로시티 주민강사 양성, 마을별 특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2. 힐링문화·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2,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7 ~ 2020
•북카페, 복합문화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동아리방, 미술 전시공간 조성 등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오덕문학마을) 600백만원
•이오덕 동화거리조성 및 프로그램 추진 등

◼

산림레포츠 체험시설 등 레포츠 단지 조성 3,000백만원
•트리탑 어드벤처 등 산림체험시설, 레포츠길, 탐방로 조성 사업

◼

32

청송지방정원 조성 6,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 ~ 2021
•사업내용 : 사계절 정원조성, 테마공간, 포토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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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행산 꽃돌생태탐방로 조성 1,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 ~ 2020
•사업내용 : 꽃돌정비, 숯가마터 복원, 탐방로 노선정비, 데크설치 등

◼

꽃돌 생태탐방안내센터 건립 3,000백만원
•사업기간 : 2020~2022
•사업내용 : 탐방안내센터, 야외 꽃돌 정원 및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

◼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6,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7 ~ 2021
•사업내용 : 주차장(250대),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광장 등

◼

주산지생태공원 조성사업 12,000백만원
•사업기간 : 2020 ~ 2022
•사업내용 : 생태공원조성(A=63,000㎡), 사계절센터, 숲체험장 등

◼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사업 35,055백만원
•사업기간 : 2011 ~ 2021
•사업내용 : 장난끼공화국(A=214,746㎡), 주왕산탐방로(L=14.5km) 조성 등

◼

주왕산 주차장 조성 사업 8,500백만원
•주차장 840면 정도

◼

객주문학마을 지역경관거점 조성사업 2,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 ~ 2020
•객주문학길 조성, 오누이 호반공원조성, 객주테마광장 등

◼

송강생태공원 화원조성 300백만원
•조성면적 : A=135,000㎡(약 40,000평)
•사업내용 : 초화류(코스모스, 백일홍 등)파종, 포토존, 전망대, 산책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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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문화 콘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향유
◼

문화예술공연 및 각종 행사 개최

◼

2020 국악과 시의 만남 행사 개최

◼

문화교양강좌 및 동호회 지원(12개 교실)

◼

풍물교육 및 합창단 운영 지원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인별 9만원권 지급
◼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종교시설을 활용한 취미, 요가, 다도교실 등 프로그램 제공

◼

제25회 청송문화제 개최

◼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청송문화원, 청송문화관광재단, 기타 문화예술단체(31개)

◼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

제16회 청송사과축제(11월초)

4)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및 체험형 산악관광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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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어 생동감 넘치고 살맛나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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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1. 청송사랑화폐 유통으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구축
◼

청송사랑 화폐
•연간 80억원 규모 발행(농민수당 40억, 택배비지원 10억, 공무원급여 10억, 일반 20억)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
•할 인 율 : 개인 평상시 5%, 명절 10%(법인은 할인 및 한도액 제한 없음)
•환전기간 : 2020. 2. 1부터 매일 환전 가능
•환전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관내 모든 업체
- 시장 노점상의 경우 시장 상인회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서류 발급 후 환전 신청
- 개인은 환전 불가
•잔액환급 : 권면 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지급(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

금융기관 융자 이차 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특례보증지원
•2020년 본 예산액 195백만원
- 출연금(소상공인 특례보증금지원 150백만원)
- 이차보전금(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 45백만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15억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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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악스포츠 대회,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개최
◼ 2020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1월)
◼ 제12회 청송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4월)
◼ 2020 청송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4월, 11월)
◼ 제17회 청송낙동정맥 등반대회(5월)
◼ 2020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툴링 대회(7월)
◼ 2020 청송 사과 트레일런 대회(8월)
◼ 제4회 춘계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및 제20회 학생종별 탁구대회(3월)
◼ 2020년 대교눈높이 전국고등축구리그(경북, 대구권역)
◼ 제29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6월)
◼ 제3회 청송군수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7월)
◼ 2020년 전국 가을철 중고배드민턴 선수권대회(8월)
◼ 제4회 추계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및 경북학생체육 탁구대회(10월)
◼ 대한탁구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탁구 대회(11월)
◼ 제58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 탁구종목 유치

4.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37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 환경정화 및 시설물 관리 8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지역특화 자원활용 및 지역 인프라개선사업 2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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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인·구직자 상담 및 알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870-6456, http://gyeongbuk.work.go.kr/cheongsong

◼

취업 실무 전문가 양성(신직업군 양성)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군민
•주민수요 파악 후 과정 개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23백만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청년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1곳에 근로환경개선 지원

◼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참여대상 : 경북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경북 관내 주소를 둔 타 지역 대학생
(29세 이하 휴학생, 졸업생 포함)
•사업내용 : 취업준비생 적성에 맞는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인건비
- 주4일 근무(최저시급적용), 3일은 취업준비시간 활용

◼

청년 예비창업지원
•참여대상 : 만 18세 ~ 39세 이하로 도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사업내용 : 창업공간지원, 창업교육, 창업활동비(1팀당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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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
깨끗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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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 305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전기차 보급지원 등

◼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 89백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496백만원
•슬레이트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20동

◼

신촌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626백만원
•사업기간 : 2016. ~ 2020.
•사업내용 : 증설 110㎥/일, 하수관로 3.1km설치, 배수시설 59가구

◼

청송·진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1,232백만원
•사업기간 : 2017. ~ 2021.
•사업내용 : 각 증설 700㎥/일, 하수관로 16.4km, 배수시설 526가구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332백만원
•일반지원사업(청송읍·주왕산·부남·파천면·진보면) : 소득증대 58건, 복지증진 44건
•중장기사업(청송읍·파천면-군시행) : 복지증진 중장기사업 5건

◼

청송군 지방상수도 운영선진화 사업 75,618백만원(‘19년 4,871백만원)
•사업기간 : 2017 .09. ~ 2037. 08.(20년간), ‘20년 목표 유수율 55%
•사업내용 :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등

2.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주기반 구축
◼

현서면 청송관문 설치공사 800백만원
•청송군 남쪽 관문인 현서면 국도35호선 주변 명품 소나무숲 조성

◼

송생~주왕산간 도로건설공사 13,961백만원

•도로확포장 L=1.8km
◼

40

창조적마을만들기(마을단위) 사업 9,500백만원(17개 지구)
•청운·덕성1, 양숙1·문거2·월매·기곡, 덕·중기2·눌인3·갈천, 금곡3, 상평, 하속1, 양숙2, 중평 각 500백만원
•덕계·세장 각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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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7,966백만원
•주왕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7 ~ `20) 6,000백만원
- 주민복합센터, 정보화센터리모델링, 마을쉼터정비
•파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8 ~ `21) 3,966백만원
- 파천행복회관, 실버문화공원, 산책로정비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9 ~ `23) 18,000백만원
- 문화복합센터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22건 8,736백만원
•본청소관 215건 7,436백만원
•읍면소관 107건 1,30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500백만원
•청송읍(4지구 / 1,750백만원) L=440m
•진보면(6지구 / 2,750백만원) L=940m

◼

청송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

3. 행복을 지키는 우선순위 안전한 환경 조성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신규 설치 및 교체 63개소

◼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가입기간 : 2020. 06. 11. ~ 2021. 06. 11.
•가입대상 : 청송군 전군민 및 거소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개체 사업 7,610백만원

•안전점검 3지구(광덕교외 2개소), 60백만원
•보수사업 2지구(송강2교외 1개소), 800백만원
•개체사업 5지구(눌인교외 4개소), 6,300백만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부지구(2018 ~ 2020) 7,240백만원
•신흥지구(2019 ~ 2021) 4,642백만원
•모계지구(2020 ~ 2025) 7,500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160백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2018 ~ 2020) 29,7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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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품 숲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로 청정한 도시 조성
◼

조림 사업 1,099백만원
•경제림(목재생산, 바이오순환림, 특용수), 미세먼지 조림 등

◼

숲가꾸기 사업 1,225백만원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1,220백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

자연휴양림 숲속도서관 조성 및 보완사업 1,500백만원
•사업기간 : 2019 ~ 2020
•사업내용 : 숲속도서관, 게스트룸, 북스테이 숙소 등

◼

명품 소나무 생활림 조성 500백만원

5. 사통팔달 국가 SOC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

삼자현터널 건설공사 375억원

◼

•도로개설 L=4.7km, 2017 ~ 2022
◼

청송우회도로 건설공사 465억원

•도로개설 L=11.9km(현동 눌인리~현서 두현리)
◼

•도로개설 L=4.4km(청송읍 금곡리~청운리) 2015 ~2020
◼

안동~영덕간 국도건설공사 1,555억원
포항~안동 1-1 국도건설공사 2,991억원
•도로개설 L=25.7km(포항 기계면~현동 놀인리)

포항~안동 2 국도건설공사 2,154억원
•도로개설 L=19.9km(현동 두현리~안동 길안면)

◼

•도로개설 L=21.9km(안동 송천~청송 진보~영덕 지품) 2017 ~ 2023
◼

포항~안동 1-2 국지도건설공사 1,098억원

국도31호선 청운지구 위험도로 개량 32억원
•도로 선형개량 L=0.7km

◼

송생~주왕산간 도로건설공사 139억원
•도로확포장 L=1.8km

06
군민소통 화합행정 실현
양방향 소통, 신뢰받는 행정으로 군민 행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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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 화합행정 실현

1. 주민공감정책 실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온·오프라인 군민 제안 활성, 아이디어 공모 등

◼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로 행정 신뢰도 제고
•새소식지, SNS 등을 통한 군정 및 지역홍보 강화

◼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상용화 추진
•스마트마을방송 사용 교육 및 서비스 홍보

◼

군민 소통창구 「두드림」지속 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의문 및 민원사항 해소

2. 양방향 소통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위원 40명, 정책 제안 및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
•교육 및 워크숍, 정책발굴 회의 개최

◼

공약 군민배심원단 운영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추진현황 점검, 권고안 제시 등

◼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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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0년도 국비 확보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
국비

국비 2020년
지방비 기확보액 확보액

국가 시행사업
포항~안동 1-1
국도건설

L=25.7km
(청송군L=5.6km)

2,991

2,991

포항~안동 1-2
국지도 건설

L=11.9km

1,098

767

포항~안동2 국도건설

L=25.7km
(청송군L=1.9km)

2,154

안동~영덕 국도
선형개량

L=21.9km
(청송군L=6.46km)

삼자현터널건설

35

60

183

30

2,154

283

167

1,555

1,555

503

191

L=4.7km

375

375

147

92

청송우회도로건설

L=4.4km

465

465

378

77

청송~영양간
도로확포장

L=2.77km

155

77.5

40

20

62.3

7.7

25

6

331

77.5

청송군 시행사업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및
주변경관 정비

85

76

주차장 250대, 관리
사무소, 화장실 및 광장
등

60

60

태행산 꽃돌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데크계단A 55.6경간
데크로드B 4.5경간

10

5

5

2

3

청송지방정원 조성사업

•사업량 : 174,204㎡
•사업내용 : 4계절 주제
정원 조성

60

30

30

19

5

•사업량 : 445.64㎡
•사업내용 : 숲속
도서관, 게스트룸,
북스테이 숙소

15

5

10

5

311

180

131

99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자연휴양림 숲속
도서관 조성사업

청송, 진보하수처리
증설사업

증설 700㎥/일, 하수관로
22.09km, 배수시설
526가구

9

36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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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량

신촌농어촌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증설 110㎥/일, 하수관로
3.1km설치, 배수시설
59가구

총사업비
계
국비

국비 2020년
지방비 기확보액 확보액

26

18

8

13

2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시스템구축 1식
•관망정비 1식
•유수율 85% 달성

250

125

125

37

37

세장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교체 1.7km,
맨홀펌프장 3개소
• 배수설비 50가구,
마을하수처리장 폐쇄
1식

17

12

5

-

5

청송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180

126

54

15

10

주왕산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60

42

18

33

27

파천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39

27

12

12

27

노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개수 L=2.16km
교량 2개소

72.4

36.2

36.2

36.2

3.45

신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개수 L=1.7km
교량 2개소

46.42

23.21

23.21

16

15

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개수 L=2.5km
교량 2개소

75

37.5

37.5

5.97

1.9

청운지구 위험도로 개량

L=0.7km

32

32

11

21

19.7

11.8

1.4

2.3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31,830km

7.9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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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청송군의회 의정활동

1. 의회 회의
█ 회기일수 : 7회 69일

•정례회 : 2회 48일
•임시회 : 5회 21일
█ 의안처리건수 : 106건

•조례안 : 52건
-제

정 :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외 12건

-개

정 :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1건

-폐

지 :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

- 의원발의 :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3건
•예·결산안 : 5건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외 4건
•각종 동의안 등 : 49건
-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 외 48건

2. 의원간담회
█ 의원간담회 : 8회 50건

•주요 안건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3. 읍면 및 주요 사업장 방문
█ 주요 사업장 : 14개소 방문

•청송교 보수공사, 신성리 공룡발자국 보존 및 관광자원화사업 외 12개소 방문

4. 주요 의정활동 내용
█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2019년도 제1~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Ⅴ. 청송군의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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