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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창출·유지자금(333 자금) 대상 확대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경제분석팀 033.249.2722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333 자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ㆍ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 융자지원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ㆍ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 2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ㆍ사업기간 : 고용창출 융자지원(’22. 6월까지), 인센티브(’24. 6월~)

■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

존

변

ㆍ압류해제 후 유예기간(3개월) 보증제한
ㆍ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불가

경

ㆍ압류해제 후 보증 유예기간 폐지
ㆍ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가능

※ ①보증한도 상향(강원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 합산 8억 원 → 10억 원), ②채용인정자 주소지 인정기준
완화(채용일 현재 → 융자신청일 현재), ③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총인원→정규직) 등은 기반영하여
추진 중

■ 어떻게 신청·지원되나요?
ㆍ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
- 융자취급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접 수

심 사

보증서 발급

융자신청 및 지급

강원신용 보증재단

강원신용
보증재단

강원신용
보증재단

업체 → 은행

※ 은행 대행 가능

* 세부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도정마당-공고/고시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을
참고(033-120, 033-249-2722)하세요.

8

02

창업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강원도]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정책팀 033.249.2742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강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ㆍ교육장소 : 강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홍천시외버스터미널 지하 1층)
ㆍ시설구성 : 교육장, 영상·음향·사진스튜디오, 창업공간, 사무공간 등
ㆍ주요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운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조감도

Ⅰ

실시간 교육장

영상 스튜디오

온라인 점포

공유주방

일
자
리
·
경
제
분
야

[ 강원도(홍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ㆍ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 제공(16주 내외)
- 창업공통교육(4주), 온·오프라인 구분 점포경영체험교육(12주)

ㆍ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사절차 등을 거쳐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
- 보조금(자기부담 50%조건, 최대 2천만 원), 정책(융자)자금(최대 1억 원)

■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에서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 2회)
* 교육생(12명) : 오프라인 트랙(9명)과 온라인 트랙(3명) 별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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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화된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정책팀 033.249.2742)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악화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장려하고 특화된 골목상권 조성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 업 명 :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공모사업)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ㆍ지원대상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 1개소
ㆍ사 업 비 : 2억 원(도 50%, 시군 50%)
ㆍ추진절차 : 사업공고(3월)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서류평가(4월) ⇒ 현장평가 및 PPT발표(4월)
⇒ 사업선정(5월)
ㆍ사업내용 : 협의체 구성,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테마골목 등 조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Humanware

Software

Hardware

(조직구성)

(프로그램·콘텐츠)

(맞춤형 시설개선)

ㆍ골목형상점가 지정(시군)
ㆍ상인+전문가+지자체
네트워크

ㆍ콘텐츠 개발
ㆍ브랜드 및 상품개발
ㆍ특화 마케팅 추진

ㆍ테마골목 조성
(골목벽화, 거리환경 조성,
디자인 연계 시설개선 등)
ㆍ고객편의시설 정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디자인을 연계한 환경개선 및 문화콘텐츠 등 특화 골목상권 육성으로 고객 유인 및 매출
증대 효과

■ 골목형 상점가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ㆍ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0개 이상의 점포(업종 무관)가 2,000㎡이내의 면적에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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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원도 착한배달앱 일단시켜, 도 전역 서비스 오픈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유통소비팀 033.249.2850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착한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코로나19 지속, 외식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배달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ㆍ중개수수료 등은 없고,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배달앱을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제공

■

■

일
자
리
·
경
제

이용혜택은 무엇인가요?
가맹점 혜택

Ⅰ

소비자 혜택

ㆍ중개수수료·입점비·광고비 무료

ㆍ강원상품권 및 시군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가능

ㆍ강원상품권 및 시군지역화폐 결제수단 추가로
카드결제수수료 절감
(강원상품권, 0.5%, 지역화폐 1%이상)

ㆍ매주 목요일 불목 쿠폰발행
(3,000원, 5,000원)

ㆍ카드결제수수료 1.8%
(VAT별도, 영세기준)

ㆍ착한소비이벤트
(매월 최다 주문고객 30명, 강원상품권 증정)

분
야

이용방법은?
ㆍ(소비자) 일단시켜(

) 앱에서 쿠폰 다운로드, 배달음식 주문이용

ㆍ(가맹점) 고객센터 문의(☎1899-4242)

춘천, 철원, 화천, 고성, 양양 - 2022년 1월중 서비스 오픈
그 외 모든 시군은 배달주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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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3.249.2753)

’21년 일몰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반마련을 위해 1년 연장(한시)하여 지원합니다.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기존+신규)
ㆍ지원기준 : 연매출 2억 원 이하 및 도내 업력 1년 이상
ㆍ지원금액 : 매월 5만 원 *가입자 월 납입금(자부담)에 추가 적립

Ⅰ

ㆍ지원기간 : 신청시부터 2022년 12월까지(예산 소진시 까지)

노란우산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ㆍ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ㆍ납 입 금 :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ㆍ지급사유 : 폐업, 노령, 사망 등
ㆍ주요혜택 : 복리이율,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압류제한, 보험료 지급 등

일
자
리
·
경
제
분
야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지원기간
- ’19년 7월~’21년 12월

ㆍ지원기간
- ’22년 1월~’22년 12월(1년 한시)

ㆍ지원인원 및 대상
- 지원인원 : 31,306명(누계)
- 지원대상 : 기가입자+신규가입자

ㆍ지원인원 및 대상
- 지원인원 : 15,876명(기지원자+신규)
- 지원대상
가. (기지원자)

※ 최초 지원 시부터 최대 30개월 지원효과

① 대상 : ’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지원자
② 기간 : 최대 20개월(20개월 충족 시 매월 순차적으로
지원 제외)
※ 20개월 충족 기지원자(’19.7월~’20.5월) 제외

나. (신규가입자) 신청 시 ~ ’22년 12월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방문 또는 전화 ☎033-241-0010),
은행(우체국,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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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파란우산 제조물책임보험료 가입비용 일부지원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3.249.2753

「제조물 책임법」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제품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보험(PL단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파란우산 PL단체보험 가입활성화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소재)
2
0
2
2
년

ㆍ지원규모 : 개별기업 PL 보험료의 20%(업체당 1백만 원 한도)

달
라
지
는

ㆍ가입대상 : 완성품

및 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 및 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시
책
·
제
도

-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산출한 기업별 보험료 기준

ㆍ사 업 비 : 15백만 원(예산 소진시 까지)

ㆍPL보험 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 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 가입 및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PL보험 가입 절차
기업체

중기중앙회

기업체

중기중앙회

보험료
견적 요청

보험료
산출·안내

보험료 검토 및
가입·입금

보험증권,
영수증 발급

사업비 교부

기업체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도 → 중기중앙회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승인

지원금 입금

② 지원금 지급 절차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033-241-0010, FAX 0502-397-001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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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 개선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3.249.2757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ㆍ경영안정자금 : 운전자금(인건비, 법인전환 비용 등), 이차보전 2~3%
ㆍ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부지·건물매입 비용 등), 이차보전 2%
ㆍ특수목적자금 : 운전·시설자금, 고정금리 1.5%

Ⅰ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자금규모) 2,5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1,550억 / 특수목적자금 300억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변

경

ㆍ(자금규모 조정) 2,5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1,600억(+50억) / 특수목적자금
250억(△50억)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ㆍ(자금지원 우대)
ㆍ(자금지원 우대 확대)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 백년·유망중소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기존기업 + 추가*
기업, 평화지역 입주기업, 향토(여성·장애인)
- 특목(시설)자금 지원한도 : 기존기업 + 추가*
* 추가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
기업, 일자리대상기업,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특목(시설)자금

지원한도액 우대 : 창업초기,
*
우대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2.0→2.5%), 특수목적자금
백년·유망중소기업, 평화지역 입주기업

일
자
리
·
경
제
분
야

융자(최대 8억→20억)

- 지식정보업

영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필수
업무시설(사무실형태) 분양·매입비용 지원
(소요자금의 최대 50%)
ㆍ(자금지원 조건 : 상시고용인원수)
- 무역업 포함 도소매업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ㆍ(자금지원 조건 : 상시고용인원수 완화)
- 도소매업 중 무역업은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ㆍ(자금 상환유예)
- 대상 : ’21년 상환 도래 기업
- 유예만료 : 2021. 12. 31.
- 신청 : 시군 기업지원부서

ㆍ(자금 상환유예)
- 대상 : ’22. 1월~6월 중 상환 도래 기업
- 연장·신청기간 : 최대 6개월, ’22. 1. 1. ~ 6. 30.
- 신청 : 기존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신청기간 : 2022. 1. 1. ~ 자금 소진일까지
ㆍ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ㆍ신청방법 :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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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3.249.2757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긴급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 기술력(특허·실용신안 등) 보유기업, 고금리(연 10% 이상) 이용 기업 등

ㆍ지원내용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지원
- 보증료율 할인(1.2% → 0.8%), 보증비율 확대(85% → 90%)
- 신용평가 생략 등 심사기준 완화

ㆍ지원규모 : 100억 원 한도
ㆍ지원기간 : 5년(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 (보증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 (보증한도 확대)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 (대출기관) 5개 은행
-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 (대출기관 확대) 6개 은행
- 5개 은행 + 기업은행

※ 세부 기준(확정 기준)은 2021년 12월 말 도 홈페이지·도보 등을 통해 공고

■ 어떤 사업인가요?
ㆍ접 수 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033-260-0099)
ㆍ신청기간 : 2022. 1. 1. ~ 보증한도(100억 원) 소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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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공구매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 033.249.2995

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공구매에 따른 양방향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공급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플랫폼 구축 필요성은?
ㆍ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공구매에 관한 양방향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로 발주계획에
따른 수요 품목과 기업의 생산 품목 간 정보 파악의 한계가 있음
ㆍ그간 개최한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의 주요기능인 기업의 제품 홍보와 기관과의 품목 상담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함

■ 플랫폼 구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ㆍ도내 공공기관의 연간 발주계획(공사, 용역, 물품) 정보 제공
ㆍ도내 중소기업 및 제품 정보 제공(강원도 기업현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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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온라인 구매상담 게시판 운영
ㆍ강원도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전국 입찰정보 분석 제공
ㆍ유망 중소기업, 성능 인증제품 등 우수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 중소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ㆍ도내 공공기관의 연간 발주계획(공사, 용역, 물품구매) 정보를 기반으로 입찰시기 및 품목,
규모 등을 예측하여 대응이 용이함
ㆍ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수요기관(공공기관)별 제품 품목과 규격 등의 상담이 가능
하여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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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원형 벤처펀드」투자생태계 조성사업 확대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033.249.2992

강원도 주도의 독자펀드 조성과 함께 벤처·창업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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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1단계)
* 30개사 내외,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 기업조사·분석 및 투자전략보고서 작성 지원(2단계)
* 15개사 내외, 기업특성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 투자전략보고서 작성 지원

ㆍ강원벤처 포럼
- 투자정책 발굴 및 기업투자 설명회, 성공기업 우수사례, 성공 노하우 공유 등
- 도내 기업 간 정보교류 및 기술·투자 네트워크 구축

ㆍ「강원 투자 파트너스 데이」(가칭) 운영
- 투자사(펀드 운용사)와 창업기업 간 1:1 심층 투자상담
- 기업·사업모델 소개, 기업 진단, 투자유치 노하우 및 솔루션 등 멘토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강원형 벤처펀드」조성에 따른 벤처창업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자생적 투자생태계를 조성
합니다.
ㆍ도내 벤처·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참여하나요?
ㆍ접수 :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2022년 사업별 공고 참조)
ㆍ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지역사업팀(☎248-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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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바일 강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법

(캐시백) 변경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팀 033.249.3389

’20년 도입된 모바일상품권의 발행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유통 환경 마련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구매자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변경합니다.

■ 모바일 강원상품권 어디서 사용 하나요?
ㆍ강원상품권은 종이와 모바일 형태가 있으나,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모바일
강원상품권의 사용과 가맹점등록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 모바일 가맹점(‘21년말) : 6만 6천여개

ㆍ모바일 상품권은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연동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사용처(‘12.12.현재) : 강원마트, 강원곳간,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시군몰, 강원혁신도시몰, 강원도야놀자,
민간배달앱 모범생

사용방법
ㆍ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강원상품권 앱 또는 은행앱 등 다운받아 구매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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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모바일상품권 구매자 인센티브
- 구매 시 선할인
※ (예시) 10% 할인 시
· 10만원 상품권 → 9만원에 구매·사용

변

경

· 모바일상품권 구매자 인센티브
- 결제 후 할인율 만큼 캐시백 지급
※ (예시) 10% 할인 시
· 10만원 상품권, 10만원에 구매
→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상품권 지급

■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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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33.249.3227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협업ㆍ네트워크ㆍ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혁신타운은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집적공간 조성을 통한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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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상품고도화
ㆍ사회적경제 기업 창업·홍보·판로전략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요
ㆍ사 업 명 :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ㆍ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ㆍ사 업 비 : 280억 원(국비 140, 도비 140) ※ 부지 : 원주시 제공
ㆍ조성규모 : 부지면적 4,500㎡, 연면적 8,890.80㎡

■ 혁신타운은 어떻게 설립되나요?
ㆍ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인적·물적 거점 구축
- 시설위치 : 원주시 우산동 87외 1 ※ (구)원주시시외버스터미널
- 공간계획 : 사무실(기업입주, 중간지원조직), 연구실, 회의실, 전시·홍보실 등
* 「2021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강원도 선정

조감도

공간배치 계획

■ 혁신타운 조성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사회적경제기업 간 교류확산 및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구현

20

1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운드테이블) 운영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33.249.3246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적 민관 소통채널인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합니다.

■ 어떤 사업 인가요?
ㆍ사업기간 : 2022. 3. ~ 11월
ㆍ사업대상 : 강원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등
ㆍ사 업 량 : 6회(상·하반기 각 3회)
ㆍ사업내용 : 도내 지역별·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제 발굴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의제 발굴로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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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관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제고

■ 어떻게 추진하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라운드테이블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업종별
사전의제 발굴

라운드테이블
진행

결과공유 및
정책발굴 등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운영

■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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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 어떤 사업 인가요?
ㆍ사업기간 : ’22. 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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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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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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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업 비 : 50백만 원(도비)
ㆍ시행주체 :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예비지정 연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혁신아카데미(지정 1년차), 성장아카데미(지정 1년 이상, 인증신청 준비기업)
▶ 주요내용 : 경영, 사회적가치, 재정지원, 인증, 네트워크 구축 등

-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진입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ㆍ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우수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ㆍ사업개발비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보완 방안의 도출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예정

■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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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로 근로자의 목돈 마련 지원
[자체사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육성팀 033.249.2785

중소·중견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드립니다.
사업주는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ㆍ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소속 정규직 근로자
ㆍ신규모집 : 1,000명
ㆍ사업내용 : 월
 50만 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 적립, 만기 시 적립금(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ㆍ운영기관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 무엇이 달라지나요?
ㆍ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개설에 따른 제민원 신청 전면 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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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군청 방문 → (변경) 안심공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가입·철회·만기 신청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ㆍ건강검진·숙박시설 요금할인 등 가입자 대상 기업복지서비스 확대
- (현재) 49개 기관 제휴 → (’22년 목표) 70개 기관 제휴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모집공고 : 강원도·시군도·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홈페이지 게시
ㆍ신청기간 : 2022. 1. 3. ~ 연중(시군별 예산 범위 내)
ㆍ신청방법 :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홈페이지 내 신청
* 홈페이지(www.gwwell.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공제부금의 5년간 적립으로 근로자 목돈마련 및 장기근속 유도
ㆍ장기근속에 따른 핵심인력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
ㆍ타시도 구직자 도내 유입 및 기취업자 이직방지로 고용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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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자체사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33.249.3439

도내 구직자와 기업에게 맞춤형 채용/인재/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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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내 인재, 채용, 교육훈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일자리 관련 추천 서비스
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기업과 구직자가 일자리사이트에서 인재, 채용
정보 검색

· 기업과 구직자에게 맞춤형 인재, 채용정보 추천 제공

ㆍ구직자가 일자리 교육훈련 정보를 찾아서 신청

ㆍ
기업,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훈련 정보
추천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채용사이트 등 채용정보를 찾아다니지 않고 강원일자리정보망 (job.gwd.go.kr)에 구직이나
채용 정보를 등록하면 인공지능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구인 등록,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신청

■ 2022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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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변경
[행정안전부]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어르신정책팀 033.249.4335

기존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새로운 유형의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강원도 청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Ⅰ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기존 유형〉
- 지역정착지원형(기존 1유형)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기존 2유형)
- 민간취업연계형(기존 3유형)
-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기존 4유형)
ㆍ’21년까지 기존사업 종료

변

경

〈새로운 유형〉
- 지역혁신형(신규 1유형)
- 상생기반대응형(신규 2유형)
ㆍ소멸위기지역대응/창업청년 플러스
- 지역포용형(신규 3유형)

일
자
리
·
경
제
분
야

ㆍ
’22년부터 신규사업 시작

■ 유형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ㆍ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신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육성 및 혁신성장 연계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22년 1월부터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정기공고(1월) 및 수시공고(참여자 부족 등 변동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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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자체사업]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033.249.2735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 (지원대상) 강원도 거주, 최종학력 졸업(중퇴), 만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규모) 미취업 청년 650명
-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및 취업성공금 지원
· 구직활동 지원금 : 월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단, 구직활동 지원금 300만 원 전액 수급 시 취업성공금 지급 불가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기

존 (2021년)

연령기준

만18세~34세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변

경 (2022년)

만18세~39세 이하
만18세~34세 이하

만35세~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신청기간 : ’22년 2~3월 중 참여자 모집예정
ㆍ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www.gwjob.kr/gw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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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원로컬벤처기업 육성·지원
[자체사업]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033.249.2735

강원도의 지역적 가치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청년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로컬벤처기업이란?
ㆍ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자원, 문화유산 등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업 모델을 만드는 기업

Ⅰ
일
자
리
·
경
제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기간/사업비 : 2021. 2월 ~ 12월, 10억 원(도비)
ㆍ사업규모 : 로컬벤처기업 30개 육성·지원
- 창업기(0~1년), 정착기(1~2년). 도약기(3~7년) 각 10개 기업

분
야

ㆍ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모델 개선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영분야 교육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고 및 접수

대상자 평가

대상자 확정

사업화 지원

사업정산

2~3월

4월

4월

5~12월

’22. 1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7년 미만 창업기업
ㆍ신청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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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어르신일자리팀 033.249.4275

노인일자리 확대·제공을 통해 일자리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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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형

주

요

사

업

지원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
상생활동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내 보육·돌봄·청소년·노인시설 지원, 장애인·노인맞춤돌봄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지원,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 및 컨설턴트 등
<대상 :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소규모 매장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지역
시장형 영농, 택배 등
<대상 : 만 60세 이상>
시장
창업형
제조판매가 가능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비 등
특화형 지원, 기타 유망한 노인일자리사업 공모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공익활동

취업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과 어르신인력을 원하는 수요처 연계
알선형 <대상 : 만 60세 이상>
취업형 취업형
인턴형

도내 소재 4대보험 가입사업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르신
취업 연계 <대상 : 만 60세 이상>
도내 기업체에 어르신을 인턴으로 취업 연계
<대상 : 만 60세 이상>

월 27만 원
(월 30시간 활동,
10~12개월)
월 71.2만 원
(월 60시간 근무,
10개월)
연간 267만 원
(수행기관)
초기투자비 최대
1억 원
연간 15만 원
(수행기관)
노인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월 급여의 50%
(최대 45만 원) 6개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2021년)

ㆍ일자리수 : 60,235자리

변

경 (2022년)

· 일자리수 : 61,508자리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노인일자리 모집 및 선발은 ’21. 12월 시군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 또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유형은 ’22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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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중년 대상 재취업 특화교육 실시
[자체사업]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어르신일자리팀 033.249.4334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강원도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특화교육 실시하여 신중년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 어떤 사업인가요?
ㆍ신중년 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대상 : 신중년(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Ⅰ

- 교육기간 : 2022. 3 ~ 12월 중

일
자
리
·
경
제

- 교육규모 : 150여명(5개 과정 × 30명 내외)
- 교육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운영방식 등은 상이하며, 공개모집시 세부사항 안내

분
야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모집 및 선발

상담·멘토링

특화교육·컨설팅

재취업 연계
(사후관리)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도 일자리재단을 통해 신청·접수 : 2022. 2월~
- 모집 및 선발 방식 : 공개모집 및 심사 선발
※ 구체적인 선발과 지원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일자리재단 어르신사업부 ☎256-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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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 변경
[자체사업]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여성일자리팀 033.249.4346

강원도 내 미취업 여성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변경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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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40세~54세 미취업 여성(무경력, 미혼포함)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

ㆍ지원인원 : 2,000명
ㆍ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 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시 취·창업 성공금 50만원 지원

ㆍ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체크카드)
※ 온라인 사용은 복지몰, 오프라인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받는 방식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ㆍ대상연령
- 만35 ~ 54세 / 기혼·미혼, 무경력자

경

· 대상연령
- 만40 ~ 54세 / 기혼·미혼, 무경력자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연령 : 만 18~39세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온라인 신청 :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 사업 신청 및 추진 일정은?

30

사업 홍보

모집 공고

사업 신청·선정

지원금 지원

만족도조사

’22. 1월 ~ 2월

’22. 2월

’22. 3월

’22. 4월 ~ 10월

’22. 11월

23 기업유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033.249.3723

투자기업과 도 및 시군 간 투자유치에 따른 양방향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기업이전(신증설 투자 포함) 희망기업 발굴 및 온라인 상담
ㆍ강원도 선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ㆍ투자유치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Ⅰ

ㆍ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일
자
리
·
경
제

*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등 협업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오프라인 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
- 투자의향 우편 설문조사
- 오프라인 투자 상담

· 온라인 병행 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
- 투자의향 온라인 설문조사(메일, 홈페이지 등)
- 온·오프라인 투자 상담 및 도-시군 간 공유
(기업분석, 투자규모 등 온라인 보조금 산출 등)

ㆍ시군별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수기)

ㆍ 全 과정 전산화
- 투자정보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전산화
(기업, 행정 공동이용)

분
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투자유치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ㆍ투자기업에 대한 DB구축으로 투자유치 통계관리 효율성 증대
ㆍ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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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본부 개소로 아메리카대륙 기지 구축
[자체사업]

일본구미주통상과 구미주팀 033.249.2454

2022년부터 강원도 미국본부를 뉴욕에 개소하면서 북미와 중남미권 국가들을
상대로 한 도내 기업들의 현지 지사 역할과 국제협력이 강화됩니다.

■ 강원도 미국본부는?
ㆍ개소시기 : 2022. 3월 하순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ㆍ위

치 : 뉴욕주 뉴욕시 맨하튼지역
* 세계의 정치·외교·상업·금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실질적 중심지

ㆍ주요사업 : 통상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광홍보, 교민네트워크 구축 등

■ 어떤 일을 하나요?
ㆍ도내 기업의 미주시장 진출 및 미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 바이어발굴 수출상담, 주요 박람회 참가, 판촉전 개최 등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수출기업 120개사

-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을 활용한 첨단업종 등 투자유치 지원

ㆍ도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 글로벌 중심지에서 도내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원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실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수출시장 안정화에 기여
ㆍ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교류, 도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 지지확보 및
협력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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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기반 콘텐츠산업 지원 강화
[자체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033.249.3312

도내 게임산업과 웹툰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 콘텐츠산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ㆍ온택트 사회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ㆍ콘텐츠산업 분야 지역 인재와 강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21. 12.)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추진하나요?
ㆍ강원 e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웹툰 창·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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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내 e스포츠 유관 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 웹툰
공모전 등 예비작가 육성 지원을 통해 게임 및 웹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며, 공모신청 및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ㆍ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 콘텐츠산업팀 24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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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가능
[국토교통부]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033.249.3449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됩니다.

■ 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ㆍ’20. 9. 15.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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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업종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1개
ㆍ일반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ㆍ전문건설업 : 6개 업종 중 최대 3개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④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⑤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⑥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ㆍ전환신청 : 신청·접수(업체→일반(건설협회)·전문(시군)) → 심사 및 시스템 등록(협회·시군) →
등록증·수첩발급(도·시군)
ㆍ처리현황 확인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또는 신청기관
ㆍ실적전환 : KISCON에 종전실적 확인 및 전환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요?
ㆍ업종전환 후에도 ’23년까지 종전 시설물업 지위 인정
ㆍ전환업종 등록기준 최대 ’29년까지 유예 ☞ 일반·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유예
- 일반업체(’26년) / 영세업체(’29년)

ㆍ종전실적 최대 50%까지 가산(’21년 신청 시 50%, ’22년 30%, ’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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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강원 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사업 추진
[자체사업]

도로과 관광도로TF팀 033.249.3638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강원 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강원 관광도로는?
ㆍ강원도 18개 시군을 모두 연계한 7개 코스로 구성된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관광도로로, 공식
명칭은 ‘강원네이처로드’입니다.
* 강원 관광도로 1,112km, 동해안 바닷가길 262.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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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네이처로드 노선도 및 로고

■ 어떻게 운영되나요?
ㆍ강원도의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상품(투어패스, 숙박·체험형 등)을 기획·판매하고, 민간
브랜드와 공동 마케팅을 통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합니다.
ㆍ우수 경관 포인트에 표지판, 포토스팟, 디자인 조망대 등을 설치하여 경관 드라이브 구간을
조성합니다.

■ 강원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ㆍ강원네이처로드 공식 홈페이지(https://natureroad.gangwon.kr)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
스북)를 통해 코스별 정보, 여행상품 및 이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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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자체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3.249.3347

도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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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이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業(「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 활동 증명” 완료자)으로 하고 있는 사람

ㆍ문화예술 분야별(문학, 미술, 음악 등)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애예술인에게 최대 3백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 45백만 원, 지원규모 15명 내외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며, 공모신청 및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2022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 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 2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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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33.249.337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ㆍ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ㆍ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Ⅱ

ㆍ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보
건
·
복
지

* ’17년 6만 원 → ’18년 7만 원 → ’19년 8만 원 → ’20년 9만 원 → ’21년 10만 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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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의 80% 지원(선착순)
ㆍ수혜인원 74,765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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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100% 지원
· 수혜인원 98,363명 지원

※ 지원대상자 수 : ’21.1월 말 기준 자격 유지 대상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2017.1.1.이후 출생자 제외)의 전체
중복제거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통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ㆍ온라인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1544-3412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카드발급 : 2022. 2. 1. ∼ 11. 30. / 카드이용 : 발급일 ∼ 12. 31.
ㆍ이용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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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 체육진흥팀 033.249.332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5천 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 만19~64세 전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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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5천 원 범위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10개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ㆍ1인당 매월 8만 원 지원

· 1인당 매월 85천 원 지원

ㆍ연간 8개월 지원

ㆍ연간 10개월 지원

경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신청
ㆍ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 권장

■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ㆍ2022년 2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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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훈명예수당 신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249.2597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수당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 전몰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
- 대상자 연령, 국가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범위 선정

Ⅱ

ㆍ지원 제외대상

보
건
·
복
지

- 기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도에서 지원하는 동일목적의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 시군별로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지원 가능

분
야

ㆍ지원금액 : 대상자 1인 월 3만 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지원(월3만 원)

변

경

ㆍ참전유공자 및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월3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읍면동 방문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일부 대상자의 경우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 신청없이 지급 가능

■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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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33.249.2438, 2455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2
0
2
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ㆍ(영아수당) ’22. 1.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해 영아수당 지급
* (’22) 30만 원 → (’23) 35만 원 → (’24) 40만 원 → (’25) 50만 원 단계적 인상

ㆍ(첫만남이용권) ’22. 1.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일시금)
ㆍ(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영유아기 실질적 양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줄어듭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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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육아기본수당 인상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33.249.2438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는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육아기본수당을 인상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시행
ㆍ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
- 신청자격 : 2019. 1. 1.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강원도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기간 : 출생 월부터 48개월간

Ⅱ
보
건
·
복
지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월 지급액 40만 원
*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 : 1,920만 원

변

경

분
야

ㆍ월 지급액 50만 원
*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 : 2,400만 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여건 조성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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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신규 설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33.249.2533

시설 퇴소 아동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문가를 배치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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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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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ㆍ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아동들에게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에 대한 자립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수행기관입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ㆍ전담기관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문가가 아동복지시설 입소 시(만 15세 이상)부터 보호 종료 시
까지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합니다.
▲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욕구·자립역량 등 특성 파악 ▲ 자립수준평가 및 모니터링 ▲ 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기술·자격 취득 등 자립 준비 지원 ▲ 후원금 등 자원 발굴·연계 ▲ 데이터 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등

대상
역할

주요
내용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시도)

아동/양육자(종사자)

민관

민관지원 연계·
관리 총괄

지역 민관지원
연계·관리

민관자원 신청

민관자원 제공

ㆍ사업기획
ㆍ네트워크 구축
(협의체·협약)
ㆍ자원 홍보
ㆍ자원연계 현황 관리

ㆍ아동 욕구 파악
ㆍ아동 (사후)관리
ㆍ자원연계/홍보
ㆍ자원연계 현황 관리
ㆍ중앙과 소통

ㆍ자원 정보 확인
ㆍ자원 이용
ㆍ의견 수렴

ㆍ보장원과 협의체
구축
- 사업기획 및 자원
(정보)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 광역단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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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인상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033.249.332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지원을 보장합니다.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 어떤 사업인가요?
ㆍ근

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ㆍ사업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ㆍ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만 9~18세 여성청소년*

보
건
·
복
지

* ’04. 1. 1.~’11. 12. 31. 출생자(’22년 기준)

ㆍ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급
ㆍ바우처 사용처

분
야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KB국민카드
신한카드

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지원금액 : 138천 원(월 11,500원)

변

경

ㆍ지원금액 : 144천 원(월 12,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ㆍ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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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비용 지원
[자체사업]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033.249.3324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배움의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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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ㆍ청소년증 연계 체크카드 충전 및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상품권(모바일) 등 1인당 월 50천 원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ㆍ도내 1년 이상 거주 학교 밖 청소년(만 18세 이하 학령기 청소년) 대상 및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자격결정

수당지원

본인 및 대리인 읍면동

시군

시군

평 가

변동관리

사례관리

도

시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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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033.249.3324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만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기초 기술 습득, 직장체험, 전문
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기초훈련(30시간) 및 직장체험(40시간) 수료대상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고용
유지 지원

1단계(1시간)

2단계(20시간)

보
건
·
복
지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자립동기 부여

분
야

4단계(100시간)

3단계(30시간)

■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문직업훈련

Ⅱ

(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직장체험

기초기술훈련

*직업체험지원비 지급

*훈련참여지원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지역 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방문 및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전문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안정적 일자리를 줍니다.
ㆍ상담,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취업지원 등의 고용복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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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과 주거복지팀 033.249.346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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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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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기간 : 2022년 ~ 2024년 *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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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2. 4월 ~ ’23. 3월(1년간)
- 지급기간 : ’22. 4월 ~ ’24. 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ㆍ지원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또는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및 결과통지 →
지원금 지급(사업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코로나19 장기화 및 월세 등 임대료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2022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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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합동]
중대재해대응과TF 033.249.3811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ㆍ중대재해의 유형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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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발생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부상
▶(중대시민재해)
자·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ㆍ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미 이행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구분

중대재해 요건

중대
산업
재해

ㆍ사망 1명 이상

중대
시민
재해

ㆍ사망 1명 이상

ㆍ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ㆍ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ㆍ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ㆍ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처벌
ㆍ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ㆍ법인 50억 이하 벌금
ㆍ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ㆍ법인 10억 이하 벌금
ㆍ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ㆍ법인 50억 이하 벌금
ㆍ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ㆍ법인 10억 이하 벌금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기존(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처벌대상

ㆍ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보호대상

ㆍ근로자

도급사업주 책임 ㆍ도급인의 사업장 및 제공 지정 장소
처벌사유
ㆍ산업안전보건법 조치의무 불이행
형량
ㆍ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시)
징벌적 손해배상 ㆍ없음

처벌확대(중대재해처벌법)
ㆍ사업주, 경영책임자자 등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ㆍ종사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ㆍ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장비·장소
ㆍ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ㆍ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ㆍ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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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과 건축팀 033.249.3463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되고, 착공신고 제도 운영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강화·운영됩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상주감리 대상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ㆍ대상
-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연면적 5백㎡이상, 높이 12m이상, 3개층 초과 기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나목 또는 다목),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

ㆍ감리원 배치
- 해체공사

전체기간 동안 감리원(건축사보 1명 이상) 배치, 연면적 3천㎡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배치

ㆍ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시장·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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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ㆍ신고시기 : 건축물 해체공사 착수 전 ※처리 기한 3일 이내
ㆍ구비서류 : 공사계약서, 감리계약서,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
ㆍ점검사항 : 착공신고 접수 시 허가권자 현장 점검 실시

- 건축물 현황,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 보행자 및 차량 통행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 확인 → 보완 필요 시
관리자에게 보완 요구

■ 해체공사장 안전 위험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ㆍ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손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보세요.
-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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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소방청]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033.249.5332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 「성능위주설계」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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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소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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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배경?
ㆍ‘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와 많은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모든 아파트 등 제외
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변

ㆍ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등 포함
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포함

■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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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간 소방시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소방청]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033.249.5334

민간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란?

ㆍ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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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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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ㆍ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분
야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공사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 없음

변

경

ㆍ
민간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

■ 처벌기준은?
ㆍ계약이행보증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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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방시설법」 화재예방·소방시설 분야로 분리
[소방청]

예방안전과 예방기획팀 033.249.5147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 화재예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화재예방분야와 소방시설분야로 분리하여 시행됩니다.

■ 「소방시설법」 분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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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함께 규정 → 이해하기 어렵고, 체계적 화재예방
정책 추진 한계
ㆍ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관리 정책 및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

■ 무엇이 달라지나요?
ㆍ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현

행

변 경(2022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
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
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SP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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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소방청]

예방안전과 예방기획팀 033.249.5147

기존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의 관계인은 ‘22.12.9.까지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합니다.

■ 사업용 전력·통신용 지하구란?
ㆍ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자체 수요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 사업용 전력·통신용 지하구 기존 500m 이상 대상에서 길이 상관없이 전체 대상 포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500m 이상의 사업용 전력·통신구만 지하구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

변

경

ㆍ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길이에 상관없이 소방
시설(자탐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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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급 소방시설 :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통합감시시설

■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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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운영
[자체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대응과 033.249.4555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합니다.

■ 감염병진단차량의 주요기능은 무엇인가요?
ㆍ코로나19 대규모 발생 지역 현장출동 및 신속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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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염병 집단발생 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제공
ㆍ국제대회 등 대규모 행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 감시
-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신속검사(28종)
-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
- 탄저 등 생물테러 병원체 감시

■ 어떻게 운영되나요?
ㆍ코로나19, 식중독 등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검사를 실시합니다.
* 관할시군 보건소와 협업 추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전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긴급·밀착대응을 통해 지역 내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ㆍ감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운영합니다.
* 시범운영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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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식품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추진
[자체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033.248.6425

식품분야 시험·검사기관(중금속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
획득으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공신력을 확보합니다!
* ISO 17025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시험소 능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국제표준규격

■ 어떤 사업인가요?
ㆍ신 국제무역협정(RCEP, CPTPP 등)가입에 대비하여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추진합니다.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Ⅲ
안
전
·
소
방

■ 추진 일정은?
사업계획서
제출

품질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체계
시범운영

인정신청 및
평가

인정획득

’22. 1월

’22. 2월

’22. 3~6월

’22. 7~9월

’22. 10~12월

분
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국제무역협정국간 상호 인정, 통용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식품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국제 통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시행합니다.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후 검사성적서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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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식품 중 대마성분 검사실시로 도내 관련업체 품질관리 지원
[자체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033.248.6425

식품 중 대마성분(THC 및 CBD) 시험법 확립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수행으로
도내 대마관련 천연소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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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대마 천연소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식품으로 허용된 대마씨유 중 대마성분(THC 및 CBD) 잔류량 검사로 대마관련 제조
업체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THC(δ-9-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

■ 추진 일정은?
사업계획서
제출

마약류 취급허가
신청 및 승인

대마성분 표준품
구입 및 시험법 확립

분석업무 수행 및 품
질관리 기술지원

’22. 1월

’22. 2~3월

’22. 4~6월

’22. 7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천연소재(대마) 사업을 추진 중인 관련 업체들은 도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자가품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보건환경연구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하여 시험검사 의뢰

■ 2022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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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과 033.249.4310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ㆍ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 지자체별

검사항목 차이로 인한 농산물 안전관리 형평성 문제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농산물 잔류
농약 중점검사항목이 확대됩니다.

Ⅲ

*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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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부적합 다발생 이력 등 123종(중점검사항목) 필수
검사 및 자율적 추가항목 검사

ㆍ
중점검사항목 340종 시행

ㆍ강원도 217종(필수 123종, 추가 94종)

ㆍ강원도 461종(필수 340종, 추가 121종)

분
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중점검사 항목 확대로 인체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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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업·축산
분야
01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12 농업인이면 누구나 유기농업자재 지원

02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3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03 강원도 착한 농어촌민박앱 일단떠나, 본격 추진

1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확대

04 한우능력 유전체분석 기술로 판별

1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확대

05 착유가축 세정수 정화시설 지원

16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

06 원예용 온실(비닐하우스) 지원단가 현실화

17 모돈사 분뇨운반 손수레 전용 소독기 지원

07 고랭지 생태순환형 윤작체계 구축

18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08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확대·시행

19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09 강원농산물 언택트 소비활동 지원

20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업소용까지 확대

10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지원

21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11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01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자체사업]

농정과 농업협력팀 033.249.2706

농업인수당 지원자격에 대한 농업경영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2년부터
지원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확대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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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촉진하여 농촌사회의 인구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해온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개념으로 2021년부터
강원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당 연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 : 1,650㎡

변

경

ㆍ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 : 1,000㎡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면적으로 확대 변경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지원 기준면적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경작규모가 작아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업경영체 농가도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경영체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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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과 농지팀 033.249.2615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지취득에 대한
법령이 강화 개정되었습니다.

■ 농지는 어떤 경우에 소유할 수 있나요?
ㆍ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농식품부가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시험·연구지
- 농업진흥지역외에서 주말·체험영농계획자, 상속취득, 농지전용·신고필자
-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취득, 토지수용 취득, 공익사업 농지취득 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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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무기재사항
- 취득면적, 이용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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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의무기재사항
- 취득면적, 이용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설

ㆍ
공유취득
- 소유자별

공유지분 비율 및 공유자 각자 취득
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신설

ㆍ
주말체험 취득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2022년 5월 18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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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원도 착한 농어촌민박앱

, 본격 추진

[자체사업]

농정과 농촌산업팀 033.249.2614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해소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최초! 민관협력으로 구축한 통합 민박 숙박앱입니다.(’21.8.26. 출시)

■ 어떤 사업인가요?
ㆍ대형 숙박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농어촌민박의 실질소득
향상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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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개 수수료 등 차액을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으로 돌려줌으로써 강원농어촌민박 인지도 상승과
농촌관광 활성화 실현

■

이용혜택은 무엇인가요?
가맹점 혜택

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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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ㆍ입점비·광고비 무료

소비자 혜택
ㆍ할인쿠폰 이벤트 지속 추진
(숙박할인 최대 30~50%, 일단시켜·강원마트 연계할인)

ㆍ결제 수수료 1.8%, 중개수수료 3%
(VAT 별도)

ㆍ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 가능

ㆍ홍보마케팅 지원(라디오, 전광판, IPTV 등)
ㆍ자동 방막기 및 사진촬영 지원(50%)

ㆍ
관광지 소개, 지역축제 정보 제공

■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요?
ㆍ강원도·도 민박협회·강원도경제진흥원·코리아센터가 협력하여 구축
- 도(총괄관리),

민박협회(민박업소 모집), 강원도경제진흥원(운영, 홍보·마케팅), 코리아센터(시스템
관리)

■

이용방법은?
ㆍ(소비자) ‘일단떠나’ 앱에서 할인쿠폰 다운로드, 민박 예약
ㆍ(가맹점) 고객센터 문의(☎1899-4646),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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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우능력 유전체분석 기술로 판별
[자체사업]

축산과 축산경영팀 033.249.2727

강원도 한우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전체 분석기술로 한우능력을 평가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 업 명 :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사업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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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달
라
지
는
시
책
·
제
도

ㆍ사 업 량 : 5,300두
ㆍ사 업 비 : 530백만 원(도 20%, 시군 50%, 자부담 30%) * 두당 100천 원
ㆍ지원내용 : 유전체 분석비용 지원(분석비 + 컨설팅)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혈통기록에 의한 능력 추정

변

경

ㆍ
DNA 분석으로 개체 고유능력 판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암소 선발 정확도 향상으로 우량암소 선발,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가능
→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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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 < 40%

* 정확도 > 60%

05 착유가축 세정수 정화시설 지원
[자체사업]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033.249.2737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착유농가들의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신고) 착유가축(젖소, 산양 등) 사육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세정수 정화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단가 : 착유 기타가축 20백만 원/개소, 젖소 신규 40백만 원/개소, 개보수 10백만 원/개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착유중 발생할 수 있는 세척수로 착유가축 유방세척, 착유실 바닥세척 및 착유시설 세척에
사용되는 세정수를 정화방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착유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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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착유시설 또는 착유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축산농가께서는 주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시군 축산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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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원예용 온실(비닐하우스) 지원단가 현실화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원예팀 033.249.2628

철강 등 원자재가격, 인건비 상승에 맞춰 원예용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2
0
2
2
년

ㆍ사업규모 : 400동, 32억 원(도비 4.8, 시군비 11.2, 자부담 16)

달
라
지
는

ㆍ사업내용 :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시
책
·
제
도

ㆍ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ㆍ지원단가 : 1동(330㎡) 당 8백만 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지원단가 : 6.5백만 원 / 1동(330㎡)

변

경

ㆍ
지원단가 : 8백만 원 / 1동(330㎡)
* 인상률 : 33%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농가 자부담금이 완화되어 고소득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시군 농정(원예) 부서 또는 읍·면·동 산업부서로 신청하세요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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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고랭지 생태순환형 윤작체계 구축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원예팀 033.249.2628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랭지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랭지채소(무·배추)
윤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ㆍ고랭지 기후·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한 탄소(화학비료, 농약) 고투입 농법을 50년 이상 지속
ㆍ생산 및 수급 불안, 수질·토양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ㆍ장기간 연작, 지력 소진으로 병해충 발생 확산 등 수급불안정에 따른 시장가격 급등락 반복
및 농가 경영안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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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대상 : 고랭지채소 재배 농업인, 단체, 마을 등(집단화 가능지역 우선)

분
야

ㆍ사업규모 : 총 10ha 이상, 1.6억 원(도비 0.8, 시군비 0.8)
ㆍ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ㆍ사업내용 : 윤작작물(경관, 녹비, 섬유, 약용 등) 시범재배 지원
1년차
(’22)

2년차
(’23)

3년차
(’24)

4년차
(’25)

A필지

윤작

무, 배추

무, 배추

무, 배추

B필지

무, 배추

윤작

무, 배추

무, 배추

C필지

무, 배추

무, 배추

윤작

무, 배추

D필지

무, 배추

무, 배추

무, 배추

윤작

구분

00
농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채소 과잉생산 억제, 수급·가격안정 기반 확립 제값 받는 농업 실현
ㆍ비료·농약·흙탕물 저감, 환경친화적 토양복원 선순환 구조 확립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9

08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원예과 원예팀 033.249.2628

무, 배추 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대상 : 무, 배추 농협 계약재배 농업인
2
0
2
2
년

ㆍ사업규모 : 4개품목(봄배추,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133억 원(국비 39.9 지방비 39.9, 농협 26.6, 자부담 26.6)

달
라
지
는

ㆍ사업내용 : (가격하락시) 가격차액보전, 사전면적조절, 시장격리 가격보전
(가격상승시) 조기출하 장려금(운송비, 작업비, 상장수수수료) 지급

시
책
·
제
도

ㆍ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가 20%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사업규모 : 4품목, 98.7억 원

변

경

ㆍ
사업규모 : 4품목, 133억 원
(계약수요에 따라 197억 원으로 확대 가능)

■ 사업참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ㆍ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협 약정조건(물량, 출하조절) 이행가능 농업인
ㆍ과거 3년간 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기록이 없는 농업인
ㆍ무, 배추 밭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 및 신청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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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강원농산물 언택트 소비활동 지원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농산물마케팅팀 033.249.2718

코로나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강원산 농산물 등 식료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판매를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도내 대표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커머스 전문업체 플랫폼 활용 : 카카오커머스, 마켓컬리 등
- 홈쇼핑 채널 활용 : NS홈쇼핑, 신세계쇼핑, LG헬로비전 등

ㆍ도내 농산물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의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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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카카오커머스(메이커스, 쇼핑하기, 선물하기) 유통 플랫폼 입점·판매
ㆍ마켓컬리의 B2C 콜드체인 물류배송(새벽배송) 활용 홍보판매 추진
ㆍ네이버, 11번가 등 라이브커머스 활용 신선농산물 연중 수시 판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농산물 과잉생산, 소비부진 등 수급 불안 시 온라인 판로확대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 ’21년 : 고랭지무 80톤, 애호박 16톤, 토마토 15톤, 고춧가루 10톤

ㆍ도내산 우수 농산물 구매자의 편의 극대화로 새로운 가치창출과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ㆍ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 소비를 확대하여 도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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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원예과 농산물마케팅팀 033.249.2718

지역의 영세중소농 판로확보 및 농산물 선순환 체계구축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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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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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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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공간인 직매장 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복합센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생활협동조합 등

- 설치유형 :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 로컬푸드 복합센터
* 직매장 면적(판매면적) : 단독매장 100㎡이상, 대도시형, 복합센터 200㎡이상

- 지원한도(국비) : 복합센터 최대 6억원, 대도시형 최대 5억원, 일반 최대 3억원
* 2022년 강원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선정 : 4개소

■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ㆍ설계비, 감리비 등 컨설팅비용,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부대시설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등 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공모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예비사업자 선정

최종사업자 선정심사

최종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사업자→시군)

(농식품부)

(도, 농식품부)

(농식품부)

2022. 9월 초

2022. 9월

2022. 10월

2022. 11~12월

2022. 12월

※ ’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희망자는 추진철자에 따라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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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군납지원팀 033.249.2648

도 접경지역 군납농협 간 연계공급 체계를 구축, 더 많은 도내산 농산물을
군(軍) 부대에 공급하여 접경지역 농업인과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ㆍ사업대상 : 접경지역 소재 군납농협
ㆍ사 업 비 : 60,000천 원(도비 18,000, 시군비 42,000)
ㆍ사 업 량 : 7개소(춘천시 1, 철원군 2,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고성군 1)

■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물류비 지원

Ⅳ
농
업
·
축
산
분
야

ㆍ군납농협이 그 지역 농산물의 군납이 어려운 경우, 도내 접경지역 농협으로부터 도내산 농산물을 공
급받아 군납 시 물류비 지원

② 반가공비 지원
ㆍ군납농협이 도내 접경지역 농협의 반가공 시설을 이용하여 도내산 농산물 군납 시 반가공비 지원

③ 물류비+반가공비 지원
ㆍ그 지역의 농산물을 도내 접경지역 농협에서 반가공하여 군납하는 경우 물류비와 반가공비 동시에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지역 농산물이 부족하거나, 생산 시기가 맞지 않아 군(軍) 부대에 공급하지 못 할 경우, 도내
다른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공급하면, 도내산 농산물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인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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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인이면 누구나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033.249.3570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유기농업자재를
이제는 일반 농산물 재배 농업인도 함께 지원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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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종자 구입비 등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ㆍ
사업 신청 시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
-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 녹비종자 지원 제한
나. 유기농자재의 경우 토양개량제 지원 제한

-

ㆍ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및 친환경인증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ㆍ녹비작물종자(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유기농업자재(관련 규정
에서 정한 공시 자재, 자재원료, 천적),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사업 전년도 11~12월중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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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033.249.2647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
인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농기계

: 농협의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 정상가동 경유 트랙터·
콤바인
- 지원금액 : 농업기계의 규격과 생산연도에 따라 트랙터(100~2,249만 원), 콤바인(100~1,310만 원)
차등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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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ㆍ노후 경유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ㆍ노후 경유 농업기계 보유자
ㆍ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만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매매업체등) 확대지원
신청가능
ㆍ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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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확대
[자체사업]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033.249.2647

기초 영농작업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수확 등
기타 농작업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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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운, 정지 등 기초 영농작업 곤란으로 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농안전 도모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
- 지원내용 : 1,000㎡부터 10,000㎡까지 기초영농작업비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1,000㎡(300평)당 105,000원
5,000㎡(1,500평)한도 지원

변

경

ㆍ1,000㎡(300평)당 105,000원
10,000㎡(3,000평)한도 확대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경작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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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가축질병팀 033.249.2645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으로 양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추가 지정·확대되어 방역기준이 강화됩니다.

■ 추가지정 범위는 어떠한가요?
ㆍ①지리적 요인, ②매개체 활동, ③지형, ④수계를 통한 오염원 이동 등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하여 총 10개 시·군 추가 선정
- ASF발생(7개 시군) :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Ⅳ

- 인접지역(3개 시군) :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기

존 (2020. 11. 14.)

ㆍ(강원도) 8개 시·군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변

경(2021. 12. 3.)

ㆍ(강원도) 18개 시·군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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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ㆍ신규 지정된 시·군내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군 양돈농가는 6개월 이내(’22. 6. 3.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8대 방역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농장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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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8대 방역시설 세부기준 알려드립니다.
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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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 울타리

ㆍ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차량의 경우 내부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를 통해 출입 가능
ㆍ높이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② 내부 울타리

ㆍ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외곽을 둘러싸는
내부울타리 설치
ㆍ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ㆍ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보관통과 접촉없어야 함
ㆍ액비자원화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

③ 입출하대

ㆍ견고한 자재 사용, 배수시설 구비 및 일방통행 이동 가능
ㆍ차량이 외부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울타리에 연결되도록 하고 차
량이 외부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방역실

ㆍ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신발·장갑 구비
ㆍ기상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신발소독 가능 설비 구비
ㆍ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⑤ 전실

ㆍ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ㆍ출입 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

⑥ 물품반입시설

ㆍ약품, 소형 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
ㆍ사육시설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하는 방역실에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 인정

⑦ 방조·방충망

ㆍ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ㆍ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ㆍ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관리 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
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시
책
·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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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16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
[자체사업]

동물방역과 가축질병팀 033.249.2645

양돈농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8대 방역시설의 지속 유지·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기여합니다.

■ 사업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ㆍ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내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ㆍ특히,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있어 주요 방어 수단으로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의 최초 설치 이후 장기 사용으로 노후·훼손시 유지·보수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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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야생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 내부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ㆍ농장 출입자,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와 함께 농장 종사자의 축사 출입 시 소독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시·군 방역(축산)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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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돈사 분뇨운반 손수레 전용 소독기 지원
[자체사업]

동물방역과 가축질병팀 033.249.2645

농장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주요 취약요인인 모돈사 분뇨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기여합니다.

■ 사업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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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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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1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의 경우 모돈에서 최초 증상이 확인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농장내 모돈사 관리 특성상 분뇨 수거·운반 등 방역 상 매우 취약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양돈농장 관리에 있어 방역 상 소홀할 수 있는 모돈 분뇨처리 및 주된 사용 도구인 손수레의
상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용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모돈 사양관리에서 분뇨운반 수레, 기타 도구 등의 상시 소독을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소화에 이바지합니다.
ㆍ아프리카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모돈사의 전반적인 위생 여건 개선으로 기타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시·군 방역(축산)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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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가축질병팀 033.249.2645

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ㆍ「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조치) 제2항이 개정되어,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가슴줄을 착용시키고 그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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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켜야 함(길이에 대한 제한
기준 없음)

변

경

ㆍ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그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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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033.249.2653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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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식육가공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도 ‘식육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이 신설됩니다.

■ 식육간편조리세트는 무엇인가요?
ㆍ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량이 60% 이상(분쇄제품의 경우 50% 이상)인 제품
입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이 신설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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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업소용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033.249.2653

가정용 외에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용란도 선별·포장 후
판매되어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부여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선별·포장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식용란 공급 시 확인서 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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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는 무엇인가요?
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영업자 준수사항

분
야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2021년)

ㆍ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
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함

변

경 (2022년)

ㆍ가정용,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가정용 외에 업소용 식용란의 선별·포장 의무 확대로 선별·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및 보관을 통해 달걀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
유통·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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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033.249.2656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대상이 연매출 1억 원(2016년 매출 기준)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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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을 위하여 HACCP의무 적용이 기존 운영 중인 식육가공업소
중 연매출 1억 원(‘16년 매출기준) 이상 업소까지 ’22년 12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 운영 중인 식육가공업소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6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3단계 외 모든 업체

의무적용 시행일
2018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일
2022년 12월 1일
2024년 12월 1일

비고
완료
완료
예정
예정

※ HACCP 의무적용업종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근거는 무엇인가요?
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③항 및 부칙<총리령
제1728호> 제1조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2021년)

ㆍHACCP의무 식육가공업 적용업소 :
연매출 5억 원 이상(2016년 기준)

변

경 (2022년)

ㆍHACCP의무 식육가공업 적용업소 :
연매출 1억 원 이상(2016년 기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HACCP 의무적용 업소 확대로 해당업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좀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식육가공업소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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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02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03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04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05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모든 배출장소에서 의무화
06 폐수처리시설 유기물 측정지표 변경(COD→TOC)
0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01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환경부]

에너지과 기후변화대책팀 033.249.2939, 전기자동차
에너지산업팀 033.249.3739, 수소전기자동차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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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ㆍ사업방법 : 시군 공고 → 수요자 ↔ 전기차 또는 수소차 계약 → 판매회사에 보조금 지급
ㆍ대
상 : 도내 소재지 내 거주자가 신규 구입하는 전기차, 수소차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기

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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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급물량 : 5,397대
승용(2,772대), 소형화물(1,171대),
초소형화물(759대), 승합(25대),
이륜(660대), 굴착기(10대)

ㆍ보급물량 : 6,219대
승용(2,112대), 소형화물(2,466대),
초소형화물(1,050대), 승합(50대),
이륜(537대), 굴착기(4대)

ㆍ차종별 대당 기준 보조금(모델별 상이)
승용(12,200천원), 소형화물(24,000천원),
초소형화물(13,000천원), 승합(144,000천원),
이륜(1,890천원)

ㆍ차종별 대당 기준 보조금(모델별 상이)
승용(10,400천원), 소형화물(21,000천원),
초소형화물(미정), 승합(126,000천원),
이륜(1,890천원)

ㆍ보급물량 : 1,107대
승용 1,100대, 버스 7대

ㆍ보급물량 : 1,409대
승용 1,400대, 버스 9대

ㆍ차종별 대당 기준 보조금
승용 37,500천원(프리미엄 모델 기준)
버스 350,000천원

ㆍ차종별 대당 기준 보조금
승용 35,500천원(프리미엄 모델 기준)
버스 400,000천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체계 구축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한 차량 구입 및 보조금 신청

■ 2022년 3월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공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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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환경부]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 033.249.3479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도민과 외부 관광객의 수소충전 편의 제공을 위한
도내 주요 거점 및 도시에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확대

■ 어떤 사업인가요?
ㆍ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ㆍ사 업 량 : 14기(일반충전소 12기, 버스충전소 2기)
ㆍ사업위치 : 지자체(춘천(3), 원주, 속초, 삼척(2), 횡성, 평창)
민간(춘천 休, 원주 문막 休, 인제 내린천 休, 동해 休, 강릉시청)
ㆍ판매단가 : 8,800원(부가세 포함)
* 교통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 및 도시별, 고속도로에 전략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배치·구축하여 수소충전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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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2021년)

ㆍ수소충전소 운영 : 7기
- (지자체) 춘천, 속초, 삼척, 평창
- (민간) 춘천 休, 원주 문막 休, 인제 내린천 休

변

경 (2022년)

ㆍ수소충전소 추가 운영 : 7기 *누적(14기)
- (지자체) 춘천증, 춘천신, 원주, 삼척, 횡성
- (민간) 동해 休, 강릉시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ㆍ도민의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22년 상반기부터 준공 시기별로 차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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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환경부]

에너지과 기후변화대책팀 033.249.2848

탄소중립 주체로써 도민이 참여하고, 도 전역으로 탄소중립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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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참여를 통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인센티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ㆍ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별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요내용

에너지 절감 정도에 대하여
포인트 산정 후 인센티브 지급

차량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대하여 포인트로
산정 후 인센티브 지급

가입대상

개인,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아파트)

개인

시행부문

(개
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공동주택) 전기

주행거리(감축률 또는 감축량)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https://cpoint.or.kr)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시 차량등록증 및 주행거리 사진 제출

ㆍ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턴트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사업
-대
상 : 개인 및 상가
- 신청방법 : 강원기후환경네트워크(☎033-253-2486)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실천운동으로 연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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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산림청]

산림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TF팀 033.249.3792

산림의 가치와 평화의 콘텐츠를 접목한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인류의 미래를 어젠다로하여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개최됩니다.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어떤 행사인가요 ?
ㆍ주

제 :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ㆍ기

간 : 2022. 5. 4. ~ 6. 5.(33일간)

ㆍ장

소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

* 부행사장 : 고성 DMZ 박물관, 속초 자생식물원, 인제 만해마을,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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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최 : 강원+도·고성군·속초시·인제군·양양군

ㆍ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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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관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분
야

ㆍ관람목표 : 132만 명(내국인 125만 4천 명, 외국인 6만 6천 명)

ㆍ주요내용 : 전시관 및 체험시설 운영, 각종 공식·부대 행사 개최
전 시 관

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산림장비 야외전시장 등

체험시설

모험전망대, 엑스포정원, 힐링광장, 숲속 산책로, 메타버스 플랫폼 등

주요행사 공식행사(3), 학술회의(4), 공연행사(9), 체험행사(18), 부대행사(14), 특별행사(5) 등

■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구 분

주요내 용

공식행사

ㆍ개장식 및 개막식(‘22. 5. 4.), 폐막식(’22. 6. 5.)

공연행사

ㆍ풍류·산림음악회, 산림프린지·힐링U 페스티벌, 매직 버블·마임 퍼포먼스 등

체험행사

ㆍ산림문화체험, 목재문화 체험, 1일목공예 클래스, 산림레포츠 체험 등

부대행사

ㆍ(고성) DMZ 평화 탐방 투어, 테마별 스탬프 투어
ㆍ(속초) 생명의 숲 ‘빛의 정원’, 산림문화 백일장, 설악 누리길 탐방체험
ㆍ(인제) 백두대간 숲해설 경연대회, 임산물 한마당 축제
ㆍ(양양) 가족 목공 대회, 전국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

붐업행사

ㆍ제7회 아시아오리엔티어링선수권 대회(’22. 5. 5. ~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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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ㆍ구입처 :

또는
구 분

현장발매
보통권
사전발매
단체할인권

홈페이지
일반
10,000
8,000
8,000

청소년
7,000
6,000
6,000

어린이
5,000
4,000
4,000

※ 단체할인권 :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 문의처 : ☎ 033-818-2157

■ 주행사장 및 모험전망대 조감도
주행사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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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전망대 조감도
설악산의 울산바위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수 있는
45m의 엑스포의 대표적인 시설물로,
상부층에는 360。조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원통형슬라이드(50m), 브릿지쉼터(26개), 포토존 등을 설치함
＊관람높이 : 40m이상, 수용인원 :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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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강원도민
일 반 5,000
청소년 3,500
어린이 2,500

05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모든 배출장소에서 의무화
[환경부]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249.3519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투명페트병이 배출되는 모든
장소에서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ㆍ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자원이나 그간 배출과정에서 타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ㆍ국내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20. 12. 25.)이 이미 시행되었고, 단독주택, 상가, 마트 등 모든 배출장소에서 별도 배출이
의무화 시행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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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ㆍ투명페트병 모든 배출장소에서 분리배출 의무화
구분하여 배출의무(’20. 12. 25.)
시행 (’21. 12. 25.)
ㆍ공동주택외는 자율시행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별도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의류, 가방, 수건, 우산 등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하여 폐자원이
고부가 가치상품으로 거듭나는 선순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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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폐수처리시설 유기물 측정지표 변경(COD→TOC)
[환경부]

환경과 청정환경팀 033.249.2744

COD는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난분해물질까지 검출 가능한 TOC 기준으로 도입·변경됩니다.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ㆍ유기물질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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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 원리

측정 범위

COD

과망간산칼륨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 산소
소모량으로 환산 계산하여 표현
*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은 어려움

30~60%

TOC

시료를 고온에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

90% 이상

■ 무엇이 달라지나요?
ㆍ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로 변경됩니다.
기

존(COD, mg/L)

변

경(TOC, mg/L)

구분

청정

가

나

특례

청정

가

나

특례

2,000톤/일 이상 사업장

40

70

90

40

25

40

50

25

2,000톤/일 미만 사업장

50

90

130

40

30

50

75

25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유기물질량을 정확하기 측정하여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ㆍ궁극적으로는 공공수역 유기물질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활용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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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환경부]

수질보전과 수질보전팀 033.249.2585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합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ㆍ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특별관리지역
: 중점관리저수지, 특별 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신설)하고,
ㆍ강우 시 불투수면적 관리를 위해 기존 인구 기준(100만 명 이상)을 도시 비점오염지역을 불투수
면적률* 기준(25% 이상)으로 변경하여,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불투수면적률 : 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함)의 비율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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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

변

경

ㆍ중점관리저수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ㆍ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ㆍ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필요한 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어 수질 안정성 기대
ㆍ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국비지원률 향상
(50%→70%)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

■ 2022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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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도민생활·행정
분야
01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02 생활임금 인상
03 도민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강원 시작
04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제 실시
05 주택 중개보수 개편
06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
07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08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09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한 부정수급 제재 강화

01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총괄기획팀 033.249.4661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자치경찰제도가 2022년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ㆍ준비운동을 마친 ‘자치경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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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7. 1. 자치경찰제도 전국시행,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 발굴중점
→ 제도정비, 시책발굴 및 예산확보 등을 거쳐 ’22년 본격 개시

■ 자치경찰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나요?
ㆍ별도 조직은 만들지 않고 기존 경찰조직 가운데 도민안전과 밀접한 부서*의 지휘권이 이전
됩니다.(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 생활안전과(범죄예방), 여성청소년과(사회적 약자보호), 교통과(교통정책)

■ 도민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나요?
기

존

변

경

ㆍ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별도 행정절차
예) 경찰

‘범죄예방 진단’ 결과통보 →
지자체 ‘주거환경 정비’ 사업 반영

ㆍ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절차 통합
예)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초기부터 통합운영

ㆍ경찰활동에 주민 요구 반영미흡
예) 주민과

치안주체인 경찰청간 소통 제한

ㆍ경찰활동에 주민 요구 신속·충실 반영
예) 도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주민요구 반영

ㆍ수도권 중심의 일방적 치안정책 시행
ㆍ강원도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시행
예) 강원도에서는

공감가지 않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 도민참여단

등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단속 전국시행 등
자체적인 치안정책 수립

■ ’22년도 주요 치안사업은 무엇인가요?
ㆍ도민안심거리 조성, 도민안심 귀갓길 조성 등 생활안전 기반구축
ㆍ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 스마트형 알림 시스템’ 구축
→ 일률적인 치안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추진

96

02 생활임금 인상
[자체사업]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033.249.3471

강원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및 강원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이 인상됩니다.

■ 생활임금이 무엇인가요?
ㆍ정의 :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
ㆍ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Ⅵ

ㆍ적용대상 : 도, 도 출자·출연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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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확대 :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21. 4. 9.)>
개정 전
ㆍ도, 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개정 후
ㆍ도, 도 출자·출연 및 도로부터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

분
야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ㆍ생활임금 10,252원
- 월급 : 2,142,668원(209시간 기준)

변

경

ㆍ생활임금 인상 10,785원
- 월급 : 2,254,065원(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5.2% 인상
→ ’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22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5.3%)의 중간값

■ 2022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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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민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강원 시작
[자체사업]

정보산업과 디지털전환팀 033.249.2148

공공 마이데이터 및 차세대 신원인증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온·오프라인
경계없는 도민 맞춤형 디지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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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ㆍ수많은 공공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 정작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도달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행정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기관방문 등으로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
ㆍ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활용하여, 언제 어디
서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제공하는 신개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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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야나’는 단 하나의 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제공
디지털 행정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육아기본수당, 농어업인수당, 청년구직수당 등 비대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디지털 방역

백신패스, 출입인증 관리, 확진자 동선 관리 등 방역관리

강원마트 연동
강원상품권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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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없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역상품 구매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강원상품권 충전 및 사용

공공시설 신원인증

공동 도서관 이용, 관광지 주민할인 등 다양한 도민 혜택 제공

참여정책·홍보

정책 전자투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책홍보 라이브 방송 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ㆍ각종 보조금 신청 시, 복잡한 서류제출 및 기관방문 ㆍ서류제출 없이 ‘나야나’를 통해 휴대폰으로 육아
필요(육아수당은 매년 재방문)
기본수당, 농어업인수당 등 신청
ㆍ자격은 되나 받지 못한 보조금이 있어도 안내가
ㆍ공공 마이데이터를 분석하여 받지못한 보조금을
없으면 인지에 어려움
선제적으로 안내
ㆍ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받기위해 각각의 앱을 설치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진행

ㆍ하나의 ‘나야나’ 앱을 통해 통합 신원인증 및 여러
서비스 통합

ㆍ공공 도서관 이용 시,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여
플라스틱 이용증 발급 필요

ㆍ‘나야나’ 앱을 통해 모바일 이용증 발급 및 휴대폰
만으로 도서대출 가능

ㆍ백신패스 앱은 많지만 개별 설치나 회원가입 필요,
지자체가 제공하는 방역관리 서비스와 연계성 부족

ㆍ‘나야나’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백신접종증명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역서비스와 유기적
연계 가능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도민) 하나의 앱만으로 다양한 행정 및 생활 서비스 통합 이용
ㆍ(행정) 담당자의 서류검토 불필요에 따른 처리시간 단축, 대면민원 감소, 서류없는 친환경 행정
구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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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 사람이 모이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플랫폼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연관 서비스
개발 및 참여기회 확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정식출시 이후, 양대 마켓(안드로이드, 애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및 설치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현재 ‘디지털 도민증 기반의 육아기본수당’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기능개선 등을 반영
하여 2022년 초 정식출시 예정
- 출시일자

확정 후 매체를 통해 집중홍보 예정이며, 다양한 민간파트너들과 함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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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제 실시
[자체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3.249.3347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이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 지역서점 인증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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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도내 서점이 지역서점
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강원도지사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ㆍ2021년 7월 처음 제도 시행이후, 현재(’21.12.) 도내에는 총 72개의 서점이 강원도 지역서점
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인증요건
ㆍ강원도내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ㆍ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ㆍ강원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일 것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인증된 서점에게는 공모를 통해 경영컨설팅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홍보 및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및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역서점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2022년 1월중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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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택 중개보수 개편
[자체사업]

토지과 새주소부동산팀 033.249.2363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동산(주택)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의 상한요
율을 변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ㆍ부동산의 가격 상승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매 6억, 임대차 3억 이상 요율변경
거래
금액
(억 원)
6~9

기존(매매)

변경(매매)

요율
(상한)

요율
(상한)

~ 0.5

~ 0.4

9~12
12~15

~ 0.9

15이상

거래
금액
(억 원)
3~6

기존(임대차)

변경(임대차)

요율
(상한)

요율
(상한)

~ 0.4

~ 0.3

6~9

~ 0.5

9~12

~ 0.6

12~15

~ 0.7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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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0.8

~ 0.5
~ 0.6

* 일반구간(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유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ㆍ고가주택의 상한요율 인하를 통한 중개보수 부담 경감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ㆍ「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1. 10. 19.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강원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예정(’22년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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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
[행정안전부]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 033.249.2042

주민감사의 청구요건 중 청구인 수와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낮추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감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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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도나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강원도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사무는 강원도지사에게 청구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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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명하여야 하는 청구인 수
- 강원도 사무 : 300명 이상
- 시·군 사무 : 200명* 이상
*시군별 조례로 정하는 수

ㆍ서명하여야 하는 청구인 수
- 강원도 사무 : 200명 이상
- 시·군 사무 : 150명* 이상
*시군별 조례로 정하는 수

ㆍ청구인 연령 : 19세 이상

ㆍ청구인 연령 : 18세 이상

ㆍ감사청구 가능 기간
-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ㆍ감사청구 가능 기간
-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유선 상담(249-2042)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ㆍ사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부 작성 →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5일)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10일) → 이의신청 처리(14일)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수리·각하 결정)
[수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결과 공표 / [각하] 주민감사 종료

■ 달라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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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 033.249.5692

공직자의 청렴을 수호하는 강력한 장치!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필요하죠?
ㆍ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ㆍ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립한 거예요.

Ⅵ

ㆍ실효적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입니다.

■ 누가 법 적용 대상인가요?
ㆍ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 기관의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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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ㆍ다섯 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다섯 가지 제한·금지 행위가 있어요.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7 가족 채용 제한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본 제도는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됩니다! 곧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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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자체제도]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 033.249.5692

부조리 행위를 보셨다면 눈감지 마시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신고해주세요!

■ 부조리 행위가 뭐죠?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나요?
ㆍ부조리 행위는 아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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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고하시는 분에게는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ㆍ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지급기준(액)
ㆍ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ㆍ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ㆍ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ㆍ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다른 공무원의 ㆍ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누구를 신고하나요?
ㆍ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강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신고대상입니다!

■ 어디로 신고하나요?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감사위원회
(직무조사팀, 249-2044)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조리·갑질 신고센터: https://www.provin.gangwon.kr/gw/audit/sub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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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한 부정수급 제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 033.249.3444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ㆍ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ㆍ공공재정지급금이란?

ㆍ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해당
됩니다.

ㆍ부정청구 등 구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ㆍ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
격이 없는 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500%)
ㆍ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
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300%)
ㆍ목적 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 기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200%)
ㆍ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제재부가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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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사실도 신고 가능한가요? 보상이 있나요?
ㆍ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등을 알게 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상담 249-3599) 또는 소관 행정청
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 http://www.provin.gangwon.kr/gw/audit/sub01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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