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도민 보건 및 환경보전 활성화

[소관실국] 보건환경연구원

○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운영
○ 유통 식품ㆍ의약품 유해물질 감시 강화
○ 깨끗한 수자원 보전관 안전한 먹는물 확보
○ 청정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 강원 보건ㆍ환경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도민의 건강증진 7 7 2,009

○ 지역환경 보존 8 8 1,262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7 4 17 56 72

보건환경연구원 77 4 17 56 72

총무과, 미생물과, 질병조사과, 
감염역학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수계조사과, 먹는물분석과, 
대기공학과, 대기평가과, 생태환경과, 
토양화학과, 산업폐수과, 환경안전과, 
동부지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445 100.00 % 8,092 100.00 % 353 4.36%

정책사업 3,270 38.73 % 3,200 39.55 % 70 2.20%

행정운영경비 5,174 61.27 % 4,892 60.45 % 283 5.78%

인력운영비 4,945 58.55 % 4,704 58.14 % 240 5.11%

기본경비 230 2.72 % 187 2.31 % 42 22.68%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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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정책사업목표 도민의 건강증진

○ 미생물 안전성 검사
  - 의약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 민ㆍ관원 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 감염병의 실험실적 감시 추진
  - 급성호흡기 실험실 감시 실적
  -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감시 실적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병원체 감시 추진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 식품 등의 품질검사 검사
  - 관원, 민원 식품 등 기준규격 검사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검사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 검사
  - 농ㆍ수산물 등 방사능물질 시험 검사
○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 일반의약품, 생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검사
  - 마약류의 유해화학 물질류의 검사
  - 농ㆍ수산물 중 잔류 유해물질 검사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내부고객 만족률(점) 일반 50
목표 84 84 80 80 80 각문항(긍정 

응답자수/총응답자
수)*100(점)실적 79.4 75.9

청사 안전점검률(%) 일반 50

목표 97 97 97 97 97 [(분기별 안전관리 
실행수/분기별 
안전관리계획수)*1
00](%)

실적 100 70

미생물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률(%) 일반 20

목표 30 30 30 30 30 [(법정처리기간-회
신기간)/법정처리
기간]*100/총 
민ㆍ관원수(%)

실적 45.99 50.75

감염병의 실험실적 감시 
추진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연간실적/연간목표
*100(%)실적 111.4 47.8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병원체 감시 추진율(%) 일반 20

목표 0 100 100 100 100 연간실적/연간목표
*100(%)실적 0 74.1

식품 등의 품질검사 및 
안전성 검사(건) 일반 20

목표 25 25 4,000건 4,000건 4,000건 식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건수실적 27.14 20.2

의약품등의 품질검사 
회신검사 단축률(%) 일반 20

목표 25 25 25 25 25 [(법정처리기간-회
신기간)/법정처리
기간]*100/총 
민ㆍ관원수(%)

실적 35.7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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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내부고객 만족률

 - 전년도 실적 수준 참고

○ 청사 안전점검률

- 매년 안전점검 계획 이행 가능성 및 전년도 추진 실적 수준 유지

○ 미생물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률

- 전년도 검사의뢰 건에 대한 회신기간 결과치(검사성적시스템내 단축률 참고)

○ 감염병의 실험실적 감시 추진율

-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 사업목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병원체 감시 추진율

-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최근 경향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식품 등의 품질검사 및 안전성 검사

- 전년도 검사의뢰 건에 대한 회신기관 결과치(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참고)

○ 의약품등의 품질검사 회신검사 단축률

- 전년도 검사의뢰 건에 대한 회신기관 결과치(식품ㆍ의약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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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강원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ㆍ환경분야 검사 및 연구의 보다 나은 여건 제공 및 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청사운영 및 직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일본, 중국의 보건위생 분야의 정보 교류
- 정보화시스템 운영
 ·청내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 홈페이지와 검사성적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ㆍ정학한 대민서비스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일반회계 31 364 374 3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0 317 329

보건 및 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

15 31 29

정보화시스템 운영 16 16 16

사업명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내용 청사 유지관리 및 연구원 안전관리,연구원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사업기간 1956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보건 및 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내용 - 한중 보건위생분야 학술교류(2013년~)
- 한일 환경위생학회(2005년~)

사업기간 200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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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 업무용 PC 및 통신장비, 구내전산망의 안정적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계약 체결
- 검사성적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계약 체결
- 보건환경연구원홈페이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연구원 홍보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계약 체결

사업기간 200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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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유통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 및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 미생물 확인진단 및 규격기준 검사
 ·유통 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적부 검사
 ·위생담당 기관 및 민원의뢰 유통식품 검사
-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 검사
 ·보건소, 병의원 교육 및 기술지원
-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요양원, 초중고 학생, 군인, 노약자 등 잠복결핵 의심자 혈청 인터페론 검사
 ·결핵 감염확인 실험실 외부정도 평가 수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미생물 안전성 조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미생물 안전성 조사 일반회계 129 243 322 4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

0 95 83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기금)

50 50 50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기금)

34 54 144

유해물질 안전관리(지특) 45 45 45

사업명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

사업내용 민원 및 관원 식품미생물 검사,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 보건소 검사실 교육

사업기간 1956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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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기금)

사업내용
- 에이즈검사 200건(1건당 3가지 이상 실험방법 실시로 최종 확인 진단)
- 도내 보건소 및 병의원 검사실 담당자 교육 
- 에이즈정도관리 수검 및 보건소 기술지도

사업기간 2007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도비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기금)

사업내용 도내 결핵 의심환자 혈청 인터페론감마검사

사업기간 201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유해물질 안전관리(지특)

사업내용 식품, 농수산물 및 첨가물 안전성 검사: 472건

사업기간 2009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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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감염성 질환의 유행예측과 환자발생의 신속한 원인진단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보건소 등 의뢰 가검물 원인진단 시험
 ·라임병ㆍSFTS 등 진드기매개질환 검사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의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
- 생물테러 대응관리
 ·생물테러병원체 유전자검사 정도관리
 ·국제행사 개최 시 생물테러대응 사전 확인점검 시험
-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MMR, 조류인츨루엔자,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병원체의 실험실 신속진단체계 구축
-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
 ·라이노바이러스 등 7종의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사업 질병조사 및 연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질병조사 및 연구 일반회계 299 307 456 6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0 76 57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국고)

62 49 65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국고)

55 15 20

생물테러 대응관리(기금) 27 27 27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기금)

122 108 255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기금)

33 3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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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내용 환자 발생 가검물 수거 및 의뢰 검사, 라임병 SFTS 등 진드기 매개질환 검사 및 역학조사 감염병 원인균
등의 검사, 보건소 검사요원 기술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국고)

사업내용 - 감염병 원인병원체인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및 원충의 진단방법 등 신속 진단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시 원인병원체 분리동정 및 진단

사업기간 2005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질병관리본부

사업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국고)

사업내용
인플루엔자등과 같은 호흡기질환 병원체감시와 노로바이러스 설사질환 병원체 감시는 물론 
기후변화감시사업, 뎅기열, 일본뇌염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병원체의 시험연구에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의 추출장비와 중합연쇄반응을 수행하여 병원체를 동정하기 위한 장비 구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생물테러 대응관리(기금)

사업내용
-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의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
- 강원도내 우사 부근의 토양시료에서 탄저균의 분리 확인 검사
- 보건소 생물테러 대응 관리 교육 : 개인보호복 착용 방법, 가검물 채취 방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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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기금)

사업내용
- 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의 진단 기능 체계 구축
-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대장균의 특성 연구
- 발열성질환, 호흡기세균성질환, 성병, 말라리아 등 병원체의 실험실 신속 진단 체계 구축

사업기간 2008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40%, 도비 6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질병관리본부

사업명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기금)

사업내용 라이노바이러스 등 7종의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

사업기간 2014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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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감염성질환 원인조사와 유행예측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 주요내용

-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
 ·보건소 등 의뢰 가검물 원인진단 시험, 병원성 원인균주 확인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채수장비 등 연구장비 보강
- 식독균 추적 관리사업
 ·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유전체 지문분석 검사
-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감염성 세균 등 장내질환 병원체 1,000여건 분석
-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감시망 운영
 ·식중독 발생 및 병원의뢰 가검물 1,000여건 분석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감염병진단 및 역학 연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감염병진단 및 역학 연구 일반회계 203 230 302 5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

0 26 112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국고)

35 36 36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국고)

102 102 90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기금)

37 37 36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기금)

29 29 29

사업명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내용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기간 2013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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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국고)

사업내용
요양원 등 집단시설 식품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통하여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예방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기간 201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경상(국비 40%, 도비 60%), 자본(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국고)

사업내용 유통식품과 식중독 원인식품 중 식중독균 분리 및 유전체 지문분석

사업기간 201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40%, 국비 6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기금)

사업내용 - 도내에서 분리되는 설사 원인균주의 특성과 질병 발생 원인 구명
- 토착성 설사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 수립

사업기간 2005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질병관리본부

사업명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기금)

사업내용 식중독바이러스의 원인병원체분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고가장비(핵산추출장치) 구입

사업기간 2008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30%, 도비 7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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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내 유통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등의 규격기준, 영양성분 검사와 자가품질 검사업무 대행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예방적 사전 안전관리

 ○ 주요내용

- 식품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관원ㆍ민원의뢰 식품, 식품첨가물 등 안전성 검사
-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식품등 안전성 검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식품등 안전성 검사 일반회계 128 316 174 3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0 76 74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국고)

128 240 80

벌꿀성분 및 품질조사 0 0 20

사업명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사업내용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성분 검사와 자가품질 검사업무 대행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

사업기간 1998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국고)

사업내용 식품 시험 검사분야 첨단 분석장비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0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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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벌꿀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내용
소유 벌꿀 성분 분석: 포도당, 과당, 자당 등
위해성분 분석: 인공감미료,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분석자료 평가: 국가별, 지역별, 우형별 성분 특성 비교, 벌꿀의 유형별 고유성분 함량에 따른 진위 여부 조사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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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내 유통 식품 및 농ㆍ수산물 중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유통되는 식품 및 농ㆍ수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도민의 검상보호 및 안전관리 체제 유지

 ○ 주요내용

- 의약품 안전성 검사
 ·민ㆍ관원 의뢰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 유해물질 안전관리
 ·도내 유통 식품 및 농ㆍ수산물 중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의약품등 안전성 검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의약품등 안전성 검사 일반회계 0 88 27 1

의약품 안전성 검사 0 88 27

사업명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내용
도내 유통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농산물, 수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등의 검사와 
의약품 등의 위·수탁 계약 및 자가품질업무 관리대행의  안전성 조사 수행으로 도민건강 보호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사업

사업기간 1998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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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동해안 유통식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

 ○ 주요내용

- 식품등 안전성 검사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민원, 영양성분 분석 및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
 ·동해안 6개 시ㆍ군 검사의뢰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 일반회계 0 259 353 3

청사 운영 관리 0 136 143

식품등 안전성 검사 0 89 171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 0 34 39

사업명 청사 운영 관리

사업내용 청사의 효율적 운영

사업기간 1999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식품등 안전성 검사

사업내용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성분 검사와 자가품질 검사업무 대행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사업기간 1999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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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

사업내용 상수원·정수, 지하수,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등 수질검사

사업기간 1999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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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정책사업목표 지역환경 보존

○ 하천 청정도(오염실태) 평가
  - 도내주요 하천 및 호수에 대한 수질 조사
  - 오염우려 하천 상시 수질 조사 등
○ 먹는물 검사 업무처리
  - 상수도 수질의 법정 검사
  -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 등
○ 대기환경 안전성 평가
  -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 민원발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등
○ 청정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 5개 도시 7개소 도기대기측정망 운영
  - 대기오염 측정장비 고장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 하수,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오염도 검사
  -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등
○ 생태환경 수질 및 생물 검사 
  - 생태환경 미생물 검사
  - 생태독성 검사 등
○ 환경안전 위해인자 검사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
  -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하천 청정도(오염실태) 
평가(%) 일반 12.5

목표 5,600 5,700 20% 20% 20%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단축율(%)실적 6,129 4,012

먹는물 등 수질검사 
업무처리 실적(건) 일반 12.5

목표 11,000 11,000 10,000 10,000 10,000 먹는물안전성검사
실적(건)실적 11,949 7,689

대기환경의 안전성 
평가(건) 일반 12.5

목표 1,500 1,500 1,500 1,500 1,500 대기환경안정성 
검사 건수(건)실적 1,531 1,136

청정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일반 12.5

목표 95% 96% 96% 96% 96% 대기질 측정자료 
유효가동률(%)실적 98.6% 99.7%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건) 일반 12.5

목표 3,000 3,000 3,000 3,000 3,000 폐수 배출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도 점검시료 등
검사실적(건)

실적 3,291 2,267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건) 일반 12.5

목표 1,930 1,950 2,000 2,000 2,000 폐기물, 토양 등의 
오염도 
검사실적(건)+골프
장잔류농약검사실
적(건)

실적 1,919 1,822

생태환경 수질 및 생물 검사
단축률(%) 일반 12.5

목표 25% 25% 25% 25% 25% [(법정처리기간-회
신기간)/법정처리
기간]*100/총 
민ㆍ관원수(%)

실적 33.55% 25.2%

환경안전 위해인자 
검사실적(건) 일반 12.5

목표 300 350 370 400 450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및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건수(건)

실적 316 212

- 1158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하천 청정도(오염실태) 평가

- 전년도 검사처리 건에 대한 처리건수(검사성적시스템 내 처리건수 참고)

○ 먹는물 등 수질검사 업무처리 실적

- 전년도 검사처리 건에 대한 처리건수(검사성적시스템 내 처리건수 참고)

○ 대기환경의 안전성 평가

- 대기배출 오염도, 소음진동실태, 악취 민원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도내 유명 등산로의 삼림욕
물질 분포량 조사

○ 청정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로 도민의 건강보호, 대기오염 실태 상시측정

○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 산업체 폐수배출시설, 하수, 분뇨 등의 오염도 검사 등

○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토양 및 폐기물 검정검사 등

○ 생태환경 수질 및 생물 검사 단축률

-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환경안전 위해인자 검사실적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실적 건수,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및 검사실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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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조사하여 오염도 파악과 청정도 유지에 기여

 ○ 주요내용

- 하천 및 호수수 수계 관리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 청정도를 위한 검사 및 지속적인 조사
-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수질검사, 대기 및 오폐수 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 일반회계 227 451 127 2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0 261 31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국고)

227 190 96

사업명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내용
국가 및 도에서 운영중인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조사하여 오염도
파악과 청정도 유지에 이바지하고,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 도 및 시군 경계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도 환경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

사업기간 1990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국고)

사업내용 환경분야 수질, 대기, 토양.폐기물분석 사업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기간 201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1160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상수원ㆍ정수, 지하수,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등 수질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먹는물 안전성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먹는물 안전성 관리 일반회계 0 80 192 1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0 80 192

사업명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내용 상수원수, 정수장, 먹는샘물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사업기간 1956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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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ㆍ관리

 ○ 주요내용

-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도내 대기배출시설(도내 산업단지 및 1~3종 사업장) 오염도검사 
 ·민원발생사업장의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의 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기보전 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대기보전 강화 일반회계 112 64 299 1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112 64 299

사업명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내용
1종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업단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오염도 검사
도내 소음 및 진동 배출 측정,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유통 유류 중 유황분석

사업기간 199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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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내 도시지역 대기질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시간 공개 및 인체 유해 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중금속측정망 운영 등
- 실내공기질 검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기질 평가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대기질 평가 관리 일반회계 248 469 474 3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171 200 174

실내공기질 검사 35 29 161

대기측정장비 확충(국고) 42 240 140

사업명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사업내용

황사 및 오존경보제 감시 및 자료제공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대기질 자료 제공
전광판을 이용한 실시간 대기오염도 자료 제공(춘천시)
중금속측정망운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9개항목을 측정한다.

사업기간 1993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대기측정망 신설 및 교체시 국비50%, 도비50% 임.
대기측정망 유지보수 및 운영예산은 자체 예산인 도비로 운영한다.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내용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100병상이상),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등
 강원도내 469개 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기간 2005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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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대기측정장비 확충(국고)

사업내용 - 도시대기 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대상 : 춘천시 석사동

사업기간 1993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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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미생물 수질기준 검사 및 오ㆍ폐수의 독성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미생물 검사
 ·환경미생물 검사, 연구조사사업
-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지표생물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
 ·도내 어류폐사 사전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생태환경 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생태환경 개선 일반회계 0 64 51 2

환경미생물 검사 0 38 38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0 26 13

사업명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내용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명기된 기본업무로서 먹는물, 하천 및 호소수, 오·폐수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
미생물 수질기준 적부 검사

사업기간 1956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내용 지표생물(물벼룩)을 이용한 오폐수의 독성검사

사업기간 2011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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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업폐기물 및 토양의 오염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오염 방지와 

  골프장 등 잔류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통제

 ○ 주요내용

-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도내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검사 및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토양 및 폐기물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일반회계 0 41 31 1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0 41 31

사업명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내용 산업폐기물 및 토양의 오염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

사업기간 2014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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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내 산업폐수 배출시설, 공공하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분뇨처리장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채취된 시료의 오염도  분석ㆍ평가 및 환경행정의 자료 제공

 ○ 주요내용

-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하수, 폐수, 매립장 침출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오염도 검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 일반회계 0 38 29 1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0 38 29

사업명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내용 개인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산업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인·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련한 시료를 인계받아 이를  분석

사업기간 2000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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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환경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보육실 등)을 보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놀이시설 등의 바닥재, 마감재, 모래(토양) 등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생활환경위해인자 120건(석면분야 50건, 빛공해분야 70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환경위해인자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환경위해인자 관리 일반회계 0 144 59 2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0 105 43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0 39 16

사업명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내용 강원도내 2,950개소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

사업기간 2015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사업내용 강원도내의 다중이용시설의 석면분포 실태와 석면배출사업장 석면의 종류 농도 및 배출량 등을 조사․검사
등

사업기간 2015년 ~ 계속(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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