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홍보체육관광분야 이행기준

① 군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② 소외된 지역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실시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
원,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③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 솔라시티 아트월 등 군정 홍보관을 상시 운영해 ‘진천군 발전상’, ‘주요문화

관광지’, ‘진천의 축제’ 등 진천의 이모저모를 내방객과 군민에게 홍보함

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군정 주요시책과 군 의회 활동상황, 생활정보 등에 대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매월『생거진천소식지』를 8면으로 발행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진천군이 되겠습니다.

⑥『생거진천소식지』를 보다 많은 고객이 읽을 수 있도록 민원실과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함은 물론 출향인, 그리고 군민들 21,000명이상에게 우편 발송을 

하겠습니다.

⑦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⑧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대화로 군민들의 생활

체육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⑨ 관광객에게 진천군을 알리는 관내 관광홍보자료 제공 및 관광지 안내를 친절히 

하겠습니다.

⑩ 문화재 및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광객의 관람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⑪ 허가(신고)민원은 처리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신청 후 동일건으로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민원상담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5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⑫ 민원사무의 단축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기준>

민  원  명 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기간 비고

- 체육시설 신고

- 인쇄사 신고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유통관련업 등록

- 유통관련업 변경등록

- 유통관련업 신고

- 유통관련업 변경신고

- 관광사업 등록

- 관광사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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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상담 창구 >
- 담당부서 : 문화홍보체육과(문화예술팀, 홍보팀, 체육팀, 관광팀, 시설조성팀)

- 홈페이지 : www.jincheon.go.kr

- 대표전화 : 043) 539-3610

- F A X : 043) 537-0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