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백만원)

조   치   계   획

(예산 미반영사업 향후 계획포함)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계 7개분야  37건 57사업 139,429 120,295 19,134   

【관광문화 분야】 5건 5개 사업 470        -           470        

농어촌건설운동의 국제상품화 중국 신농촌건설과 연계하여 추진계획

관광산업의 과학화 모델 정립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 강원관광 실태조사 70          70          

강원관광아카데미 수강생  취업연계 강원관광 아카데미 교육시 맞춤형 교육 강원관광 아카데미 50          50          

일본 강원관광사무소 120        120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50          50          

관광 인파 예고제 실시 U-관광 모바일서비스와 연계 추진방안 검토계획 u-관광 모바일서비스 고도화 추진 180        180        

【환경분야】 3건 2개 사업 1,047     430        617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488        -           488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559        430        129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등
국비지원 요청

2009년 부터 환경부에서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므로 향후 환경부와 협의 예정

다목적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 요청

2008년 기금 집행잔액 확인 후 지원가능여부에 대해
유역 환경청과 협의 예정

【농정산림분야】 7건 7개 사업 38,370   30,953   7,417     

공동취사장 설치사업  확대 추진 '09년 4개소 지원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 12          12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농기계 보급확대 09년 예산반영(100대) 소형농기계공급 30          30          

고품질 쌀 단지육성 09년 예산반영(800ha)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 120        120        

조사료(청보리 등) 생산시책 확대 '09년 2개소 150ha 영동지역 청보리 재배단지 57          57          

숲가꾸기사업을 통하여 경제림 확보 기추진 사업으로 명년에도 지속 추진 숲가꾸기사업 38,006   30,903   7,103     

수해 및 피서철 쓰레기 관리 대책
수립 필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쓰레기무단투기 등 단속) 및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수해쓰레기 처리 등) 사업을 통해
쓰레기 처리 추진

비 고

□ 토론회 제안의견

해외여행자 홍보대사로 활용 해외 강원관광사무소와 연계 추진방안 검토계획

제 안 의 견 (요약)
‘09년 예산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조   치   계   획

(예산 미반영사업 향후 계획포함)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비 고제 안 의 견 (요약)
‘09년 예산 반영내역

자동식 우드칩보일러 신개발품 농가보급 09년도 자체사업으로 신규 추진 우드칩보일러보급 45          -           45          

임도산행코스개발 09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 테마산길조성 100        50          50          

【산업경제국】 8건 25개 사업      91,196      82,744       8,452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       3,480       2,650          830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1,610       1,250          360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정비       1,730       1,300          430

탄광지역개발의 지속적 투자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      68,305      68,305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2,000       2,000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55            55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648          6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100          100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허브 구축       3,410       2,700          710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131              -          131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          368              -          368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750          75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       4,881       4,881

태양열주택보급지원          787          787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          104          104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턴 운영지원          800          800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방안 연구            70            70

지식기반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2008~2012년) 중 미확보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사업비 추경 확보 예정(10억9천
만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안정시
책
우선 추진

원주의료기기산업 집중 육성 및 첨단
의료기기산업 유치 적극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유치추진단 운영 등)
※ '09 상반기 선정발표 예정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내수촉진,
제품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해외시장 조사지원

. 판로후견인 지정 · 운영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지원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



(단위 : 백만원)

조   치   계   획

(예산 미반영사업 향후 계획포함)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비 고제 안 의 견 (요약)
‘09년 예산 반영내역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육성          100          100

기능경기대회 지원          400              -          400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400              -          400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          300              -          300

직업훈련지원          329          308            21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60            60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육성          210          210

공공기관 인턴제          168          168

【건설방재분야】 6건 9개 사업 5,530     4,168     1,362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262        -           262        

경관주택인증건축물 지원 150        -           150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지원 60          -           60          

아름다운 간판작품 시상제 추진 20          -           20          

자전거 문화홍보 및 교육 10          -           10          

2009 강원 자전거 대행진 30          -           30          

방재위험지도 제작건의 재해위험지도 제작 완료 ('05~'08, 1,158백만원) -           -           -           

폐천부지 일제조사 요구 2009 예산반영 사업추진 폐천부지 양여사업 조사용역 380        -           38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직접) 900        450        45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군) 3,718     3,718     -           

생태공원 개발 등 녹지공간 확보방안 시군 자체 추진 -           -           -           

【해양수산분야】 8건 9개사업 2,816     2,000     816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2009 예산반영 사업추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건축물, 옥외광고믈, 간판정비)

2009 예산반영 사업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2009 각종 행사 및 교육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대책 및 기능인
양성 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조   치   계   획

(예산 미반영사업 향후 계획포함)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비 고제 안 의 견 (요약)
‘09년 예산 반영내역

해난어업인위령탑관리 6           6           

유가족 보조금(기금) 80          80          

동해안 6개시군 통합 관광홍보책자 제
작

2007년도 제작 경험을 살려 향후 검토후 지속추진 -           

해안침식지역연구용역 지속 추진 필요
당초예산(2억원) 미반영, 1회추경시 예산반영 사업추진 예
정

-           

동해안 군경계(철조망)사업 조속 완료 사업비 50억원(국비 20, 시군비 30)을 투자 해수욕장 주변정비 2,000     2,000     

군철책 철거후 식생대 조성 필요 해안 빈지·나지녹화 사업과 연계 추진(총사업비 10억원) 해안 빈지·나지녹화 300        300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275        275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50          50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 확대 추경예산 추가 확보하여 사업 확대 검토 유압식양망기시설지원 80          80          

어망,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 18          18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7           7           

※ 복지분야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회시 제안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예산반영 사항 없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확대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조성완료 지원 확대

어망 세척, 건조장 문제 심각 어망, 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 및 고압세척기 시설 지원

신품종 연안정착성 자원 증식 필요 금년도 종묘생산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