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600
보조금 618,839,851

610
국고보조금등 618,839,851

611
국고보조금등 618,839,851

611-01
국고보조금등 618,839,851   [예산담당관실]                                  3,674,000

    지방공사의료원 신증축(속초,삼척,영월)         3,450,000=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224,000=

  [자치행정과]                                    293,653

    여권발급 업무대행                             223,377=

    인력동원훈련보상금(300명)                     12,150=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800반)                 16,800=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4,000명)                 6,000=

    중앙교육입교자 여비(95명)                     5,158=

    민방위의날 훈련경비(126회)                    10,668=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1개소)                 19,500=

  [지역지원과]                                    13,070,000

    접경지역 지원사업                             12,390,000=

    소양강댐 정비사업                             680,000=

  [체육청소년과]                                  8,294,953

    생활체육공원조성(5개소)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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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실운영                              119,000=

    (청소년육성기금)                              338,925

      청소년 지역토론회                           3,000=

      청소년위원회 운영                           2,000=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3,125=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운영                    84,000=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60,000=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000=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6,000=

      청소년시범수련활동 운영                     5,000=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95,000=

      가출청소년의료비 지원                       20,000=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4,000=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지원                     4,800=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운영                   7,000=

    (국민체육진흥기금)                            4,737,028

      생활체육교실 운영(145개소)                  61,045=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61명)          475,983=

      국민체육센타 조성(2개소)                    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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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기금)                              600,000

      농민문화체육센타 조성(철원)                 600,000=

  [소방행정과]                                    820,647

    의무소방대 관리운영(214명)                    820,647=

  [방호구조과]                                    1,905,260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1,905,260=

  [사회복지과]                                    137,152,177

    생계급여(71,410명)                            65,834,566=

    주거급여(67,509명)                            8,744,099=

    교육급여(14,392명)                            7,686,180=

    노숙자보호사업(5개소)                         183,334=

    자활근로사업(2,100명)                         7,257,600=

    자활후견기관 운영비(13개소)                   1,400,000=

    지역봉사(12명)                                4,826=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49,259=

    근로소득공제사업(1,362명)                     789,739=

    부랑인시설운영(3개소)                         766,044=

    재가복지봉사센터(12개소)                      181,663=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123명)        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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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13개소)                   683,766=

    푸드뱅크장비 지원                             30,450=

    장애인복지관 운영(8개소)                      1,204,2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1개소)                46,7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7개소)                131,97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11개소)               121,766=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3개소)              109,698=

    수화통역센터 운영(4개소)                      76,3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25개소)               1,252,109=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21,04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1개소)                120,000=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1개소)                 21,738=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1개소)                   23,40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4개소)                104,6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1개소)            27,78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11개소)                   4,299,391=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4,203,031=

    재활보조기구 교부(547명)                      56,30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1,064명)                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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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2명)         15,000=

    장애인특별운송사업(1개소)                     14,38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8개소)          243,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10개소)     166,717=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81,200=

    치과유니트 구입(2개소)                        12,000=

    장애인특별운송 차량구입(1대)                  15,000=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2,043개소)          1,041,930=

    경로연금(35,030명)                            11,425,040=

    경로당활성화사업(2개소)                       20,000=

    노인일거리마련사업(18개소)                    54,000=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6,967,343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4개소)                516,149=

      사할린동포입소시설 난방비지원(1개소)        14,693=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6개소)                1,700,827=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12개소)           4,481,589=

      노인실비요양원운영지원(4개소)               254,085=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2,085명)        529,500=

    경로식당 무료급식(1,770명)                    4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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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건강진단(2,062명)                         33,026=

    노인인력운영센터                              831,240=

    재가노인복지사업                              722,964

      주간보호사업(9개소)                         241,380=

      실비주간보호사업(3개소)                     37,800=

      단기보호사업(2개소)                         59,136=

      가정봉사원파견시설운영(9개소)               375,408=

      가정봉사원교육시설(1개소)                   9,24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532,560

      전문요양시설 신축(1개소)                    505,428=

      실비요양시설 신축(1개소)                    505,428=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3개소)                2,328,579=

      요양시설 개보수                             60,463=

      전문요양시설 개보수                         25,000=

      요양시설 장비보강(1개소)                    25,000=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4개소)                316,642=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3개소)                405,000=

      실비요양시설 증축(1개소)                    361,020=

    재가복지시설 개보수(1개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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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340명)              3,862,830=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128명)        69,552=

    지역사회시니어클럽(2개소)                     210,000=

  [여성정책과]                                    24,147,147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499세대)                 214,062=

    모자복지시설운영(2개소)                       218,214=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6명)               6,800=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집 운영          27,93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5,486=

    여성긴급전화1366운영                          75,986=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사업(7개사업)           277,622=

    선도보호시설운영 지원(2개소)                  133,500=

    아동복지시설 운영                             2,079,573=

    아동건전육성                                  2,082,90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5,000=

      결연기관 운영지원                           74,751=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운영               151,590=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42,159=

      입양아동양육보조금                          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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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지원                            86,688=

      가정위탁양육비                              1,057,056=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의 보호                40,403=

      국내입양알선수수료 지원                     7,167=

      결식아동급식지원                            598,015=

    아동보호기관 기능보강                         625=

    보육시설 운영                                 17,023,917=

    보육정보센터운영                              60,000=

    보육시설 기능보강                             731,142=

    한국여성수련원 연수동신축                     1,000,000=

    (여성발전기금)                                9,375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9,375=

  [보건위생과]                                    8,145,560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20,000=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3,42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1,09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47=

    노인의치보철                                  305,100=

    치아홈메우기                                  5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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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94,390=

    저소득층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30,820=

    국가암관리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346,49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                   126,120=

    공공보건인력개발 지원                         58,552=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40,000=

    신종전염병전문가 교육                         57,070=

    감염질환 역학조사                             500=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6,010=

    성병 및 에이즈 관리                           40,322=

    급성전염병 관리                               12,520=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5,280=

    구강보건실 설치                               56,250=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204,000=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224,000=

    한방지역보건사업                              45,000=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296,538=

    한센장애인간이양로시설 운영                   12,401=

    한센양로자 지원                               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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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00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3,000,000=

    (국민건강증진기금)                            1,933,486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3개사업)               1,165,000=

      국가암관리사업(의료급여)                    154,323=

      보건소 금연사업                             49,580=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70,000=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98,000=

      건강걷기운동사업                            12,500=

      정신보건센타 운영                           156,50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3,474=

      알콜중독재활상담센타 운영                   45,000=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4명)                  2,000=

      보건소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30,84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2,500=

      지역보건사업인력개발지원                    23,760=

  [농어업정책과]                                  2,899,722

    농업경영컨설팅지원(23개소)                    52,800=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3,103명)              6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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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도우미 지원사업(259명)                    93,240=

    농업인 교육훈련(200명)                        61,578=

    영유아 양육비지원(2,863명)                    1,756,777=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341명)                  37,86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2개소)                95,000=

    양곡관리지원                                  92,553=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운영(20명)        34,800=

    농촌PC수리보급(90대)                          10,800=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홈페이지구축(2개소)     15,000=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설치(2개소)              15,000=

  [농산지원과]                                    48,960,571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24개소)                  3,264,000=

    밭기반정비(330㏊)                             7,450,000=

    경지정리사업                                  3,888,000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97㏊)                 1,359,000=

      일반경지정리 환지비(97㏊)                   21,000=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131㏊)              2,080,000=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119㏊)              398,000=

      대구획경지정리 환지비(131㏊)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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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53㎞)                   4,413,000=

    배수개선사업(1지구)                           1,586,000=

    일반용수개발(지표수 2개소)                    1,590,000=

    일반용수개발(소규모 2개소)                    560,000=

    토양개량제지원(42,360톤)                      2,208,464=

    친환경농업마을조성(2개소)                     35,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945㏊)                     579,467=

    논농업직접지불제(44,214㏊)                    21,878,018=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25,421=

    친환경지구조성사업(3개소)                     360,000=

    보급종 씨감자저장고 신축                      989,929=

    종자공급지원(경상)                            133,272=

  [유통특작과]                                    533,721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317,561=

    농산물물류표준화                              216,160=

  [축산과]                                        2,327,481

    가축방역사업(경상)                            1,144,481=

    가축방역사업(자본)                            213,000=

    축산물검사(경상)                              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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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검사(자본)                              130,000=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219개소)                 814,200=

  [산림정책과]                                    9,178,316

    미래경제림(생태숲)단지 조성                   542,000=

    산림조합육성(15개조합)                        60,000=

    산불방지대책                                  1,033,717=

    산림병해충방제(18,012㏊)                      3,711,897=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59본)                 70,800=

    산림종합계획작성                              25,000=

    화목원보완사업                                200,000=

    산림휴양시설조성(4개소)                       551,080=

    산촌개발사업(13마을)                          2,896,320=

    영림계획작성(21,600㏊)                        87,502=

  [산림관리과]                                    32,762,390

    일반 조림사업(1,762㏊)                        3,868,296=

    자생식물조성(5㎞)                             178,572=

    숲가꾸기(21,636㏊)                            14,039,672=

    양묘시설지원(4개소)                           120,250=

    관상수토양개량(5㏊)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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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                                      2,964,601=

    임도사업                                      4,275,520=

    동해안산불복구 조림사업(7,360㏊)              6,550,995=

    표고재배시설지원(25,937㎡)                    133,000=

    밤나무단지 작업로시설(3㎞)                    1,800=

    임산물생산단지조성                            305,844=

    산림복합경영(11개소)                          240,000=

    임산물표준출하(2개소)                         4,000=

    임산물저장시설(11개소)                        60,840=

  [경제정책과]                                    8,317,173

    재래시장 활성화(12개시장)                     6,214,000=

    고용촉진훈련(344명)                           353,902=

    농어민고용촉진훈련(54명)                      49,271=

    공공근로사업(200천명)                         1,700,000=

  [기업지원과]                                    9,627,000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1,250,000=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2개소)                  2,200,000=

    원주 동화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962,000=

    농공단지조성(4개소)                           5,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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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지역개발과]                                121,747,322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20개사업)            44,846,000=

    탄광지역개발사업(4시군)                       71,701,000=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25광산)                  5,200,322=

  [지식산업과]                                    2,121,025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평창)                   2,100,000=

    농어촌전화사업                                21,025=

  [환동해출장소]                                  15,669,854

    여권발급 업무대행                             110,000=

    지방어항개발(5개소)                           2,500,000=

    인공어초시설                                  1,568,000=

    어초어장사후관리                              400,000=

    해중림 조성(27㏊)                             224,000=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773,000=

    연어치어방류사업                              140,000=

    개량부자공급(6,500개)                         13,650=

    마을양식어장개발(전복살포16㏊)                120,000=

    어도시설 개보수(17개소)                       425,000=

    어장정화사업(2,475㏊)                         1,7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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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방제사업(1,000톤)                         7,500=

    연안정비사업(5개소)                           4,113,000=

    불가사리구제사업(288톤)                       72,000=

    어촌종합개발사업(1개소)                       1,250,500=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1개소)                   250,000=

    수산물안전성검사(100점)                       2,400=

    동해안 다시마 산지가공시설(1개소)             300,000=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60,000=

    가리비종묘생산시설                            500,000=

    해양생물연구센타                              1,000,000=

  [내수면개발시험장]                              35,000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                          35,000=

  [농업기술원]                                    7,514,100

    농과계특성화대학지원                          1,070,000=

    지역연구기반조성                              740,000=

    원원종 및 원종생산                            1,340,263=

    농촌지도기반조성(3개사업)                     100,500=

    새기술보급시범사업(66개사업)                  1,203,583=

    새해영농설계교육(20천명)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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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18개시·군)            163,026=

    농업전문인력양성(15개사업)                    222,956=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4개사업)                 745,000=

    농기계교육훈련사업                            315,875=

    지역특화시범사업(21개사업)                    1,072,058=

    4-H회원 과제활동지원(32개소)                  62,000=

    농가경영컨설팅지원(2개사업)                   136,328=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화                  100,491=

    원격영농상담시스템설치지원                    19,800=

    농축산물소득조사분석                          28,200=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36,00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58,020=

  [관광정책과]                                    2,406,349

    (관광진흥개발기금)                            2,406,349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10,000=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90,000=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52,562=

      원주 국제타투행사 육성                      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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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73,787=

      관광안내소 신설                             250,000=

  [관광개발과]                                    21,612,300

    남북교류타운 조성                             1,000,000=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1,200,000=

    민둥산 생태관광개발                           300,000=

    문화관광자원 개발(9개사업)                    5,100,000=

    7대문화관광권 개발(2개사업)                   1,000,000=

    지정관광지 개발(16개사업)                     9,151,000=

    안보관광지 개발(3개사업)                      2,908,000=

    설악산국립공원 차집관거 설치                  8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53,300

      관광지 화장실 설치(2개소)                   103,300=

      화천 곡운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              50,000=

  [문화예술과]                                    8,414,463

    찾아가는 문화활동                             160,000=

    문화학교 운영                                 81,000=

    향로기로연 행사지원                           16,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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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속예술축제(청소년) 참가지원             8,000=

    지역특성화사업(2개사업)                       36,000=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6개소)                  5,000,000=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2개소)                  1,600,000=

    동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건립             500,000=

    전통사찰 보수정비(7개소)                      352,000=

    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 건립                 340,000=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15,463=

  [환경정책과]                                    18,339,838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44,550=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6,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2,126,000

      동강탐방안내소설치                          300,000=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585,000=

      생태체험학습장 건립                         335,000=

      신동생태체험관 건립                         388,000=

      생태정보센타 건립                           518,000=

    천연가스보급사업(버스구입)                    380,888=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3개소)              1,7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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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5개소)                    7,617,000=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2개소)                   1,745,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4개소)                 3,174,000=

    삼척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500,000=

    동해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3,400=

  [맑은물보전과]                                  8,136,10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9,000=

    하수처리장관리 이차보전                       36,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6시군)            949,300=

    오수처리시설설치(3시군)                       176,809=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6시군)                 6,94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20,000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실태점검         2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000

      낙동강 관련 지원사업                        5,000=

  [자연환경연구공원]                              597,000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597,000=

  [지역도시과]                                    26,716,000

    강릉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                 2,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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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2,246,000=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                 3,878,00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4개소)                  17,251,000=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2개시)             1,235,000=

  [방재치수과]                                    18,564,0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33지구)                   15,224,000=

    하도정비사업(11개소)                          3,340,000=

  [주택지적과]                                    10,376,120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15지구)           8,828,00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548,120

      - '02년 국민주택 배정분(388호)              1,548,120=

  [도로교통과]                                    44,400,00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6개소)                    44,400,000=

  [보건환경연구원]                                80,600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5,600=

    생물테러관리사업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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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39,851

618,839,851

세  입  합  계

세  입  총  계

장:(600)보조금 관:(610)국고보조금등 항:(611)국고보조금등 목:(611-01)국고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