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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과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유치로 세계속의 평창으로 도약 !

이석래 평창군수가 2012년 평창군의 최대 목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열심히 뛴 결과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실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1년에 개최 성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친환경, 문화올림픽

과 선수 경기 중심의 대회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국제스포츠 인적

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2014년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도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2012년 10월 인도에서 열린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한국이 2014년 제12차 총회 개최

국으로 결정 되었고, 2013년 4월 30일에 내년 10월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도시로 강원도 평창군이 선정되었다. 개최도시 민·관 선정위원회는 신청도시인 경상남도 

창원, 제주도 서귀포, 강원도 평창군을 최종심사한 결과, 숙박·회의장·교통시설 등의 개최여건

과 지자체의 지원 및 안전수행 등 개최 능력, 국제적 역량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세 번째로 한국일보가 주관한 ‘2012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이 뽑은 

2012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군정백서도 발간해 군정의 이모저모와 동계올림픽

을 유치한 역사적인 그 동안의 기록물도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정부에서 평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한민국 농어촌 마

을대상(대통령상),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 재정조기집행 최우수상,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마을 및 우수 지자체 표창, 도로명 주소 업무 우수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최우수

상,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장려상,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평가 전국 3위에 입상했다.

다섯 번째로 대관령 한우가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

과를 거두고, ‘함께하는 농어촌 운동’ 지자체 부문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화면과 진부

면의 소재지 정비를 위해 4년간 14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초생활 기반확

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대관령 송천 생태하천과 진부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에 이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4
년간 총 169억원이 투자되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평창이 아

름다운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 평창군청 웹사이트
   http://www.happy700.or.kr/

○ 평창군 2012년도 수상실적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181364
2. 2014년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도시 선정 노력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23433
3.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선정(2012. 9. 21)
   http://news.zum.com/articles/5010509
4. 정부합동평가 최우수(2012. 10. 24)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93172
5.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우수지자체 선정(2012. 8)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02410
6. 도로명주소업무우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63080
7.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 장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71051
8.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대관령한우 우수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92069
9. 2012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01154

회사소개 : 평창군 

  평창군의 총 면적은 1,464.16㎢로 강원도 총면적 16,874.60㎢의 8.7%에 해당하며, 전국의 군 

중 3번 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전체 면적중 임야는 84%(1,227.35㎢), 농경지 9.7%(142.30㎢), 기

타 6.3%(94.50㎢)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4만 5천여 명이며, 행정구역 1읍, 7면, 1출장소, 188행정리, 737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1점, 지방문화재 2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학교수 56개교(학생 5,933명)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38대 이석래 평창군수 취임 이래, 평창군은 2011년 7월 7일 0시 18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IOC 총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평화 올림픽을 위해 580여 공무원이 열심히 준비중인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과 함께 세계 3대 주요 환경협약으로 꼽히는 

유엔생물 다양성협약(UNCBD) 제12차 당사국총회 국내 개최지로 “평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12차당사국 총회는 2014년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3주간 평창군에서 경관이 뛰어난 대관령

면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평창은 더욱 더 노력하여 세계속의 평창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