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계 72건 95개 사업      504,978      365,233      139,745

               -               -                -

기획관실 프로축구단 유치 -                -  -  - 강원FC창단, 예산지원없음

               -               -                -

세무회계과 입도세 도입                -               -                -

체육청소년과 레저스포츠 경기장 설치                 -  -  -  

17개 사업        33,147       23,807          9,340

독거노인가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2,596         2,359             237

장애인사업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4,448         3,934             514

노인요양 치료원 확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690         4,308          1,382

어린이 재활병원 신축 어린이병원 건립          4,000         4,000                -

재해방역약품 구입             100               -             100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63               -              63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원              37              37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5               -                5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          4,400               -          4,400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600               -             60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          8,329         6,663          1,666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1,760         1,467             293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439            439                -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600            600                -

2009년도 예산편성관련 제안의견 예산반영내역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기획관리실】: 1건

보건위생과

【보건복지여성국】 : 8건

【자치행정국】: 2건

사회복지과

전염병 예방

도립병원지원 및 확대

의료시설 확충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으뜸음식점 홍보용 책자 제작              60               -              60 식품진흥기금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              10               -              10 식품진흥기금

웰빙식단 업소 홍보              10               -              10 식품진흥기금

15개 사업      174,508      163,954        10,554

반딧불이 공원조성 등                - 계획 없음

환경감시 모니터유급제 운영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488               -             488

대형쓰레기 수수료 인하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시군 조례로 규정된 사항

환경지킴이 고정배치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488               -             488

공동 환경자원센터건립                -
광역 쓰레기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 추진 중

전도민 대청소의 날지정 운영                - 연4회 실시중

환경평가도민감시단 운영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488               -             488

맑은물보전과 소하천 생태계복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댐상류하수도시설, 면단위하수처리장,하수
처리장확충, 하수관거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50,849      146,904          3,945

문화예술과 심곡사 국보 복원                - 향후 검토

도로변휴식공간확충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광지 조성        14,950        11,500          3,450

관광레저 및 펜션                - 향후 검토

관광문화분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추경 반영

토종가축 생태공원                - 향후 검토

대청봉 케이블카설치                - 추진중

산악 철도 개발                - 향후 검토

주차시설확충 관광지 조성          7,215         5,550          1,665

시가지 유람사업                - 향후 검토

레포츠카드 지원                - 향후 검토

시군 연계 문화관광상품사업 문화자원 체험상품 개발              30              30

이층버스 운행                - 향후 검토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사업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맛집 홍보

【환경관광문화국】: 23건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국제적인 음식점 설치                - 향후 검토

향토 가이드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 추경 반영

Free  Pass 사업                - 향후 검토

33개 사업        60,396       42,177        18,219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유림지에 한우를 방목하는 방식 추진                 -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라 한우 생산이 위축되고 소고기값 하락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 지급

                - 향후 국비사업 추진시 예산반영

축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 자금으로 운영                 -

산림정책과
가로변 및 아파트 단독주택등에 그늘이 많이 조성될수 있는 나무를
심어 전율속의 도시로 만들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성 확보

도시숲 조성        10,472         2,472          8,000

농산지원과 밭농업의 지원확대로 경재력 강화 밭농업 직접직불제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              84              84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225            225

찰옥수수 예냉가공시설              45              45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52              52

특화품목육성사업          3,700         3,700

수출화훼단지육성             270             270

농식품수출촉진비             100             100

수출농장제              75              75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300             300

해외시장개척             120             120

강원약초 명품화              68              68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확대              50              50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              48              48

고랭지 감자명품화          2,800         1,600          1,200

유통원예과

질 강 산 산 에 대한 와 체 인 관리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가공시설 필요(채소 절임시설 등 확대)

지역의 특수작목 수출육성과 판로확충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산머루,오미자등)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농협에서 유통

【농정산림국】: 15건

축산과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40              20              20

찰옥수수 명품화              45              45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74              74

명품 농특산물 모음집제작              50              50

명품 품평회              20              20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18              18

도지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              45              45

청정 포크 명품브랜드개발             129             129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도관              30              30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15              15

강원 산우리 재래브랜드              53              53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2,157         2,157

향토산업육성(클러스터)          1,000         1,000

농산지원과
노령층 및 소규모 영민의 원활한 영농을 위해 소형 농기계의 보급
확대 (예: 관리기, 바인더, 탈곡기)

소형농기계보조              30              30

자동식 우드칩보일러 신개발품 농가보급 우드칩 보일러 보급              45              45

늘어나는 레저인구의 효율적 수용과 머물러가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임도 산행코스 개발

임도산행코스개발             200            100             100

간벌 및 숲가꾸기사업을 통하여 경제림(소나무) 확보 숲가꾸기사업        38,006        30,903          7,103

농어업정책과 뗏목, 숯가마 등 독특한 농산촌 지역문화를 살린 관광상품 개발 농촌체험학습 운영              30              30

6개 사업        13,857       12,281          1,576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          4,881         4,881                -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800            750              50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사업             787             787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             104             104

품질좋은 강원도 농수산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체계적인 관리
홍보 시스템 구축

현 정부의 농정방향인 '돈버는 농어업, 살 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시군 유통회사,식품클러스터 등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

고유가시대 대비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유통원예과

【산업경제국】: 3건

청정에너지
정책과

산림관리과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진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1,086         1,000              86

각 시군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학충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6,199         5,650             549

5개 사업        91,627       78,222        13,405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지원 확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조성 확대

지역별 신산업단지 조성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증대 및 인구유입에 의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광시설 인허가 ONE-STOP 서비스              25              25

관광시설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5                5

골프장 제도개선 추진                5                5

설악동 경전철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                 -                -
인허가 제약 및 사업성
불투명 예산 미반영

5개 사업        39,770       35,586          4,184

강릉~정선간 도로확포장 -                -  -  - 기완료

413지방도 확포장 문곡~창리 실시설계          1,038               -          1,038 용역 추진중

광덕계곡터널사업 -                -  -  - 부적정

아파트 밀집지역 인도설치 -                -               -                - 시군 추진

지방도 88호선 확포장 국지도 확포장(영월~정양, 정양~하동)        38,175        35,586          2,589  

외지 관광객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15               -             115

디자인 강원, 지역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간판 디자인 개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262               -             262

       12,052          5,002

도로교통과

【투자유치사업본부】: 6건

경제정책과

        7,050기업유치과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 지원

관광시설
유치과

산이 많은 강원도의 지형을 이용하여 골프장 유치

【건설방재국】: 8건



□ 도민 공모사업 제안의견 (단위 : 백만원)

관  련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부서명 제    안    내    용

‘09년 예산반영액
비       고

노령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 전원생활을 위한
실버사업 육성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80               -             180

9개 사업        80,267         1,206        79,061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2,000          2,000

소방전용통신망 확충사업             364             364

공무원인건비지원        74,558        74,558

119구조구급대시설장비 보강              31              31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589             589

119구급체계 구축             805            403             402

119구조구급대 확충          1,305            653             652

긴급대응능력강화             315             315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급             300            150             150

5개사업        11,406         8,000          3,406

어선 감척사업 지속추진                - 추경예산

종자 어족 생산 고품종 어패류 및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325             325

지방어항건설 집중투자 지방어항건설(국고)          5,625         4,500          1,125

면세유 지원확대 등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1,050          1,050

면세유 지원확대 등 인공어초사업(국고)          4,235         3,500             735

내수면 수산종묘 확대 어패류 종묘생산, 토산치어방류             171             171

건축주택과

환동해출장소

【환동해출장소】: 6건

【소방본부】: 1건

각종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공무원 확충, 각종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