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창조적 지역개발로 소득2배 행복2배 실현

[소관실국] 건설교통국

〇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
〇 특성화된 건축문화 및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
〇 토지정책의 선진화
〇 동북아시대 허브 교통망 중점 확충
〇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〇 자연 친화형 수자원 환경 조성
〇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확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〇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〇 지역경기 활성화 및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5 1 18,464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1 1 4,780

○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5 1 717

〇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1 1 42,688

○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7 5 3,757

○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속 실시로 생활권 확대 
   및 광역교통망 접속
○ 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3 3 115,782

○ 대중교통 기반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요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

4 4 13,052

○ 사람 중심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2 1 390

〇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3 2 108,059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4 2 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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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09 8 28 164 200

지역도시과 24 2 5 17 21 지역계획팀, 국토이용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도시토목팀

건축과 15 1 4 10 17 건축팀, 주택팀, 경관디자인팀, 
주거복지팀

토지과 19 1 5 13 18
토지관리팀, 토지제도팀, 
공간정보입지팀, 새주소부동산팀, 
지적재조사팀

도로철도과 17 1 4 12 24 도로정책, 도로시설, 도로정비, 
국가도로철도

교통과 13 1 3 9 13 교통정책, 대중교통, 교통안전

치수과 14 1 3 10 12 수자원정책, 하천계획, 하천관리

도로관리사업소 107 1 5 101 95

총무담당, 경리담당, 과적단속담당, 
도로시설담당, 도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품질시험담당, 
장비담당, 포장보수담당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77,567 100.00 % 374,308 100.00 % 3,259 0.87%

정책사업 344,607 91.27 % 335,967 89.76 % 8,640 2.57%

행정운영경비 13,991 3.71 % 13,416 3.58 % 575 4.29%

인력운영비 13,386 3.55 % 12,802 3.42 % 584 4.56%

기본경비 605 0.16 % 614 0.16 % △9 △1.49%

재무활동 18,969 5.02 % 24,925 6.66 % △5,956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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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
- 지역경기 활성화 및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도시계획정보 대민 제공 시스템 구축
- 지속 성장을 위한 선제적 공간구조 마련
  . 미래지향적 도시,군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공공기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건설공사 대금 체불 근절
- 창조적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
  .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사업 지역균형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균형개발 일반회계 19,062 8,926 18,464 11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87 204 494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22 15 15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3,685 1,338 2,940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90 80 90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5 35 35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22 22 22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국고)

5,381 1,034 1,300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국고)

4,973 2,204 9,404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국고)

3,667 2,119 1,64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국고)

1,000 1,847 2,268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국고)

0 3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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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사업내용 지역도시분야 위원회 운영, 건설교통분야 시책설명회 개최 및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사업내용 국내여비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사업내용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 건설, 건축 박람회(건설 및 건축자재 전시), 신기술 홍보 및 세미나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정액지원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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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사업내용 산소길 붐조성 행사추진 및 홍보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정액지원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사업내용 자전거길 붐조성 행사추진 및 홍보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국고)

사업내용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국고)

사업내용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진출입 관문 경관조성,시가지 경관개선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시행주체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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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국고)

사업내용

1. 원주(1) : 향교문화마을
2. 동해(4) : 태평북로재정비, 햇빛어울거리조성, 이도현대~북평간 도로개설,빈집정비
3. 태백(7) : 행운상가, 황지연못, 시장북로, 장성동, 철암중심시가지, 황지재창조, 
             조탄동굴
4. 속초(4) : 중앙부두인접정비,주거환경개선(교동지구),주거환경게선(금호3지구),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5. 삼척(1) : 이사부문화마을만들기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국고)

사업내용 1. 태백 : 컬러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통리장터 확장, 장터광장 및 주차장 조성
2. 춘천 : 시장커뮤니티센터조성,자전거호텔조성, 공원조성, 걷고싶은거리조성,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선도지역 : 국비 60%, 시비 40%
일반지역 : 국비 50%, 시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국고)

사업내용 태백시 도릉골산촌체험마을 조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 시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강원도형 업사이클링 에코 프로젝트

사업내용 재활용 인테리어 단지 조성(업사이클링 박물관, 스터디하우스, 작은만화방, 쉼터, 회의실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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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촉진
 . 기반시설 설치, 주택융자지원
-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
 . 마을기반정비, 문화 복지시설, 소공원조성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촌 생활환경 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촌 생활환경 조성 일반회계 4,657 7,896 4,780 3

기초생활기반확충(국고-
행자부)

1,289 1,995 535

기초생활인프라(국고-농
식품부)

2,652 5,324 3,503

마을단위신규마을(국고-
농식품부)

716 577 742

사업명 기초생활기반확충(국고-행자부)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기초생활인프라(국고-농식품부)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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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마을단위신규마을(국고-농식품부)

사업내용 주거단지조성(기반시설 지원) 및 주택건축(융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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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 특색에 맞는 주변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경관 형성
- 녹색건축물 확산 및 옥외광고문화 개선으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
  . 강원도형 경관형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원건축경관 형성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 특색있는 디자인 간편정비 및 주변경관 개선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주거생활환경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거생활환경개선 일반회계 1,296 884 717 7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516 227 126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350 0 53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20 16 8

주변생활환경 개선 47 40 4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05 205 128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0 0 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 
(국고)

228 397 351

사업명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사업내용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시책설명회 개최, 시군 추진계획 발표회 개최 등 
강원도형 경관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추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공공디자인 공모 : 도 50%, 시군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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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내용 관광,명소, 도심지 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디자인간판 정비

사업기간 2003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매칭펀드(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시행주체 시장․군수․강원도지사

사업명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사업내용 도내 우수간판디자인 선정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사업명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사업내용
‧ 공공기반시설 설치 및 인․허가 지원, 적합지 홍보
‧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사업비:270,000천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주변생활환경 개선

사업내용 농어촌폐가정비, 건축위원회등 사무관리비및 여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농어촌폐가정비 25:50:25(자부담)
건축위원회등 사무관리비 도비 10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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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옥 건축 지원

사업내용 한옥 건축에 대하여 호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50%, 시군 50%

시행주체 시장,군수(지원대상 선정은 도지사)

사업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사업내용 경관우수건축물시상제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50%, 자부담 50%

시행주체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사업명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국고)

사업내용 특구지역내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철거,보수,도색등)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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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주거형태 ․ 임대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

 ○ 주요내용

- 임차수급 : 임차급여 지원(1인 가구 월 13.6만원 ~ 4인가구 월 20만원)
- 수선유지 : 수선유지 급여(주택개량) 지원(경보수 350 ~  대보수 950만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주택정책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택정책지원 일반회계 37,958 42,121 39,648 3

주거급여(국고) 37,958 42,121 38,557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국고)

0 0 91

강원도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0 0 1,000

사업명 주거급여(국고)

사업내용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80 : 도비 10 : 시군비 1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강원도형 수선유지 지원

사업내용 주거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 수선유지 지원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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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국고)

사업내용 농어촌 지역 장애인 가구 편의시설 등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강원도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사업내용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세대당 1천만원이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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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열린 부동산 정책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
- 강원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일반회계 11 11 11 1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1 11 11

사업명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내용
‧ 투자기업 토지민원지원협의체 운영 : 유관기관 등 지원대상 기관과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협의체 발족
‧ 강원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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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

 ○ 주요내용

-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
-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 간성기선 보존관리
- 강원도 지적세미나 개최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토지제도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토지제도 운영 일반회계 36 23 194 1

지적측량 성과관리 36 23 194

사업명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내용

‧ 지적측량적부심사  
‧ 토지관리업무추진 : 세미나 및 교육준비
‧ 지방지적위원회운영
‧ 스마트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측량비)
‧ 간성기선 보존관리 : 성과검증 및 관리방안 모색, 부지정비(1121.1㎡, 6필지)
‧ 지적확정 측량성과 검사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 835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 입지분석 제공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사업 및 입지분석 업무 추진
-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통합 운영
- 지적전산장비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간정보화․입지분석 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간정보화․입지분석 사업 일반회계 1,252 937 1,043 2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162 279 323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국고)

1,090 658 720

사업명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사업내용
‧ 지적전산장비 운영 : 서버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추진
‧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 :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 등 각종 정보 제공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국고)

사업내용
도로와 지하시설물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투자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60%, 시군비 4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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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국민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화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지원
- 강원도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운영
-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일반회계 40 73 185 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4 43 153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국가직접지원)

17 19 19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국가직접지원)

9 11 13

사업명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사업내용
‧ 국민의 생활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국에 구축
‧ 도로명주소 공공분야 안정적 정착
‧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소전환 및 활용 중점 추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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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국가직접지원)

사업내용

ㅇ 전국 공통기반의 기본도면(수치지형도2.0)을 활용하여 기본도 재구축
 -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주요 지형지물 현황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갱신
 - 신설도로, 건물등의 기초측량 자료를 활용, 자동갱신체계로 개선
 -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등 위치정보의 공공기관 및 대국민 실시간 서비스체계 마련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도비30%, 시군비7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국가직접지원)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 및 문의 응대 실시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수행
‧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GIS SW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정보제공과 활용지원등(국비)
‧ GIS 엔진 유지보수 및 KAIS 운영지원 부담금(도 및 시군 부담)
※ 245개 지자체의 인구, 도로명 업무량에 따라 부담비 배분

시행주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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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적재조사사업 일반회계 1,004 1,311 2,324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고)

1,000 1,300 2,313

지적재조사사업 4 11 11

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고)

사업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디지털화 추진
‧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화 추진
‧ 좌표변환에 의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3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디지털화 추진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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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강원 북부권 및 남부권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국가지원지방도 추진
  .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 포진~문만간 도로 확포장 공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일반회계 16,169 27,217 35,144 3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16,169 16,060 18,444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0 10,871 8,600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0 286 8,100

사업명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도로 L=8.82㎞, B=10.5ｍ(2차로), 터널 405ｍ/1개소, 교량 L=713ｍ(9개소)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공사비(국비 90%, 도비 10%), 보상비(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도로 L=5.1㎞, B=10.5ｍ(2차로), 터널 995ｍ/1개소, 교량 L=23.6ｍ(2개소)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보상비(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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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도로 L=2.9㎞, B=19.5~21.5ｍ(4차로), 교량 L=148.5ｍ(2개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공사비(국비 70%, 도비 30%), 보상비(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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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비포장,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지방도 추진
 ‧ 금당~상안미간 지방도 확포장 외 11개 지방도 확포장 
-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사업 지방도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도 확충 일반회계 10,351 47,991 79,572 22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1,051 779 1,949

금당~상안미간 지방도 
확포장

0 3,000 6,000

강촌~창촌간 지방도 
확포장

0 7,000 15,000

굴업~화전(백양치)간 
지방도 확포장

0 3,500 4,000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공사

0 3,500 4,000

문곡~창리(밤재)간 지방도 
확포장

0 4,797 7,000

고석정~문혜간 지방도 
확포장

0 3,000 4,000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0 3,000 4,000

지내~고성간 지방도 
확포장

0 3,000 4,000

봉오~파포간 지방도 
확포장

0 2,000 6,400

지방도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0 3,000 4,000

자은~도관간 지방도 
확포장

0 3,000 4,000

무이~생곡간(생곡지구) 
지방도 확포장

0 1,000 4,000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0 0 214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2,826 400 2,323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2 7 7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6,009 3,66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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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사업내용
교통량조사 1식, 국유림 사용료 납부, 체불용지 보상, 지형도면 제작,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발사업지원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농어촌도로 확포장 개발사업지원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금당~상안미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지방도 확포장 8.14km

사업기간 200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촌~창촌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L=5.3km(4차로), 교량 4개소/591m, 터널 1개소/134m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굴업~화전(백양치)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5.33km, 폭 10.0m(터널 1개소/959m)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위험도로 
구조개선(시군)(국고)

0 1,800 529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국고)

0 1,000 3,000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0 0 3,000

교통사고잦은곳개선(도)
(국고)

463 280 700

교통사고잦은곳개선(시군
)(국고)

0 2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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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공사

사업내용 확포장 L=3.9km, 폭9.5m [터널890m, 교량 2개소/27m]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문곡~창리(밤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13.24Km, 폭 10~12.5m(교량279m,터널890m 포함)

사업기간 2010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고석정~문혜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6.0Km, 폭 17.5~24.5m(4차로)

사업기간 2010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6.4Km, 폭 17.5~24.5m(교량 1개소/100.1m)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내~고성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3.76Km, 폭10.0m(터널 2,110m, 교량 3개소 185m 포함)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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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봉오~파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1.2Km, 폭9.5m(교량40m, 터널275m포함)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도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사업내용 확포장 2.0km, 폭 10.0m(터널 1개소/940m, 교량2개소/16m)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자은~도관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3.72km, 폭 8.5m(교량 1개소/60m)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무이~생곡간(생곡지구)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용 확포장 L=5.3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845 -



사업명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사업내용 사후환경영향평가(운영시) 1식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사업내용 교량 재가설 10개소

사업기간 2000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사업내용

‧ 자기부담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강원도를 가입자로 하여 삼성화재에 보험가입, 보험 1건 
              처리시 자기부담금 100천원 지급‧ 배상금 :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제기 등으로 구상금 청구가 있거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발생시 배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사업내용
‧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지방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기간 2004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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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험도로 구조개선(시군)(국고)

사업내용 ․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 지방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기간 2004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시장ㆍ군수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사업내용 도로 확포장 L=2.0km, 터널 950m(1개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70%, 도 3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사업내용 도로 확포장 L=7.40km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70%, 도 3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교통사고잦은곳개선(도)(국고)

사업내용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

사업기간 2004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시군)(국고)

사업내용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

사업기간 2004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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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연계 개발 촉진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운영

 ○ 주요내용

- 철도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위원회 운영
- 시군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철도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성공도시 벤치마킹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추진 일반회계 0 0 1,066 1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운영 0 0 1,066

사업명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운영

사업내용
‧ 철도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위원회 운영‧ 시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철도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성공도시 벤치마킹 추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848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장애인, 노인)를 대상으로 희망택시, 특별교통수단, 강원복지교통카드 보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주요내용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저상버스도입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보급
- 농어촌지역희망택시
-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일반회계 2,792 2,209 2,530 8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51 387 507

저상버스 도입보조(국고) 1,113 1,192 39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국고)

870 60 30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500 500 500

농촌형교통모델발굴
(국고)

58 70 109

택시감차 지원(국고) 0 0 117

광역BIS지원(국고) 0 0 339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0 0 537

사업명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내용
- 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여객자동차터미널 내.외부 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 복지회관 체력단련 시설 보강 등 조성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조건
- 도비 100%(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 도비 50% 시군비 50%(택시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군수 /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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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저상버스 도입보조(국고)

사업내용
- 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여객자동차터미널 내.외부 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 복지회관 체력단련 시설 보강 등 조성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조건
- 도비 100%(올림픽 특별교통대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 도비 50% 시군비 50%(택시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군수 / 시장․군수

사업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국고)

사업내용

- 법정도입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보조금 지원

- '15년까지 기투자액(국·도비) : 2,610백만원

- '13년~'16년까지 도내에 97대 도입 ※ 법정도입대수 102대

- '17년 특별교통수단 1대 도입(철원) 추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 50%, 도 25%, 시군 25%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내용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택시 활용 대체교통 수단 제공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발굴(국고)

사업내용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기,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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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택시감차 지원(국고)

사업내용 시군별 택시 감차계획 수립에 따른 감차보상을 통하여 택시산업 발전 도모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3,900천원/대당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광역BIS지원(국고)

사업내용 강원도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운행정보관리, 운행기록관리, 정보제공 등)

사업기간 2016년06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 30%, 지방비 70%

시행주체 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도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와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0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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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운수업체 재정보전
- 운송사업 재정지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중교통 재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대중교통 재정지원 일반회계 10,257 10,170 10,430 5

운수업체 재정보전 4,487 4,400 4,400

운송사업 재정지원 4,900 4,900 4,900

벽지노선 손실보상 600 600 600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270 270 270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0 0 260

사업명 운수업체 재정보전

사업내용 시외버스업체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하여 손실액을 일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내용 수익성이 없는 시내, 농어촌버스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일부 재정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노선  도비일부지원, 시군비포함 운수업체 지원

시행주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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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한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액 전액보상
강원도 벽지노선 관리기준에 의거 손실보상금의 40% 범위내에서 도비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노선 도비일부지원, 시군비포함 운수업체지원

시행주체 시,군

사업명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내용 공영버스의 노후화 및 운송업체 경영난의 악화로 지속적인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필요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시군 ․ 민간 70%

시행주체 시,군

사업명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도내 버스 운송사업자 31개, 1,456개 노선 관리를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 차량운행 정보(운행계통, 횟수, 거리, 차량 등) 실시간 관리
 - 운송회사 노선 차량별 수입·지출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
 - 원가검증 및 손익자료 회계감사, 손익보고서 작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행주체 도지사

- 853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서비스 구현 및 지역물류체계 확립으로 물류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교통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교통․물류산업 육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교통․물류산업 육성 일반회계 11 212 12 1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1 212 12

사업명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교통 물류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교통 물류관련 위원회 운영

시행주체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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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주요내용

-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추진 일반회계 80 135 80 1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80 135 80

사업명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사업내용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및 교통안전 문화운동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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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방도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도 확충 일반회계 1,330 3,073 390 2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300 25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고)

1,330 2,773 140

사업명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사업내용 도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소방안전교부세)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시장.군수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고)

사업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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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효과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하천 재해예방 
- 하천을 자연 친화형 수변환경으로 조성, 문화․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

 ○ 주요내용

-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하천사용료 징수 등 
- 상습침수, 재해우려 하천에 대한 정비 등 하천 재해예방 사업 
- 생태공원, 자연형 여울조성, 산책로 등 생태하천 조성 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일반회계 68,547 82,368 80,427 9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1,015 1,012 1,012

지방하천정비(양덕원천)
(국고)

7,230 7,500 8,333

지방하천정비(면온천)
(국고)

818 14,400 14,400

지방하천정비(오대천)
(국고)

411 4,000 5,578

지방하천정비(송천)
(국고)

375 9,100 9,100

지방하천정비(계촌천)
(국고)

0 800 5,000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
방)(국고)

40,926 28,972 27,938

지방하천정비(고향의강)
(국고)

12,347 12,223 5,164

지방하천정비(생태하천)
(국고)

5,425 4,361 3,902

사업명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사업내용 시군의 하천사용료 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액의 50% 시군 교부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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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방하천정비(양덕원천)(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0%, 도비 4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지방하천정비(면온천)(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오대천)(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송천)(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지방하천정비(계촌천)(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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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국고)

사업내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보조율 : '14년이전 기추진 - 도추진 - 국비 60%, 도비 40%,
                              시군 추진 - 국비 60%, 도비 8%, 시군비 32%
           '14년부터 신규 - 도추진 - 국비 50%, 도비 50%
                            시군 추진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시행주체 시군

사업명 지방하천정비(고향의강)(국고)

사업내용 고향의강 정비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보조율 : '14년이전 기추진 : 도추진 - 국비 60%, 도비 40%,
                            시군 추진 - 국비 60%, 도비 8%, 시군비 32%
           '14년부터 신규 : 도추진 - 국비 50%, 도비 50%
                     시군 추진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시행주체 시군

사업명 지방하천정비(생태하천)(국고)

사업내용 지방하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생태공원, 자연형 여울조성, 산책로, 샛강 등 설치)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보조율 : '14년이전 기추진 : 도추진 - 국비 60%, 도비 40%,
                              시군추진 - 국비 60%, 도비 8%, 시군비 32%
           '14년부터 신규 : 도추진 - 국비 50%, 도비 50%
                           시군 추진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시행주체 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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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하천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수자원 가치제고
- 하천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한 하천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소하천 정비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 홍수조절용 댐(원주천) 건설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일반회계 28,720 34,420 27,632 5

하천관리 역량강화 424 360 280

소하천정비(생활)(국고) 19,971 21,171 12,826

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 2,695 3,500 3,500

원주천댐건설(국고) 810 5,328 6,556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820 4,061 4,470

사업명 하천관리 역량강화

사업내용 폐천부지 관리처분 조사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소하천정비(생활)(국고)

사업내용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사업기간 1995년01월01일 ～ 203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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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

사업내용 호안정비, 제방 수목정비, 자전거도로정비, 4대강편의시설정비, 하천표지판 정비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원주천댐건설(국고)

사업내용 홍수조절지 댐 건설(콘크리트 중력식)

사업기간 2013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90%, 시비10%

시행주체 원주시

사업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하천보상, 하천기본계획, 하천표시판, 폐천매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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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주요내용

- 도로정비,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배수불량개선, 방호울타리 개선, 보도설치, 

  터널 공공요금, 자재구입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안전한 도로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안전한 도로 관리 일반회계 5,128 6,907 13,968 2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
안전관리

5,128 5,907 9,968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0 1,000 4,000

사업명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내용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도로변 절개지,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 
방호울타리 개선, 보도설치, 횡단보도 조명설치, 특정관리 대상시설 보수보강, 도로제설 기반시설 구축, 
배수불량개선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내용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확포장[확포장 L=2.6km, B=9.5m, 소교량 1개소(L=13.5m)]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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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 주요내용

- 청사시설 유지관리, 제설장비 임차, 청사 및 장비 유류 구입, 품질시험용 장비 유지관리, 고정 및 이동식 축중기 

  유지관리, 노후청사 보수보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사 경영관리 일반회계 2,210 2,155 3,142 2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210 2,035 1,145

기숙사 신축 0 120 1,997

사업명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업내용

‧ 제설장비 임차비용 및 유류 구입, 장비 수리 및 구입
‧ 품질시험기기 수리
‧ 고정 및 이동식 축중기 유지관리
‧ 청사 보수보강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기숙사 신축

사업내용 도로관리사업소 기숙사 신축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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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〇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〇 지역경기 활성화 및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〇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도시계획정보 대민 제공 시스템 구축

〇 지속 성장을 위한 선제적 공간구조 마련
  - 미래지향적 도시,군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〇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공공기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건설공사 대금 체불 근절

〇 창조적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
  -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규제관련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 면적(㎢) 일반 20

목표 398 454.19 462 0 0
용도지역 조정면적
(연간누계)

토지이용 
합리화 조정 
추진계획(문
서)

실적 409.19 489.6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률(%)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0 0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총 
사업비)×100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도시
활력증진지
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실적)

실적 100 100

도시관리계획 결정률(%)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0 0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100

도시관리계
획 신청건에 
대한 결정 
실적

실적 100 100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
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

일반 20

목표 - 100 100 0 0 공익사업 토지 등의 
수용재결 목표대비 
실적(50%), 
토지수용 재결취소 
및 무효 등 
행정소송 
승소율(50%)

재결서, 소송 
판결문실적 - 100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
회 설계 보완사항 
반영률(%)

일반 20

목표 - 90 90 0 0 (당해연도 총 
반영건수 / 
건설기술심의 
신청사업 총 
지적건수) * 100

심의지적사
항 조치결과 
보고서실적 - 93

○규제관련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 면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조정(최종 목표: 692㎢, 2020년 완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계속사업의 지특보조금 100%교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률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100% 결정 처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

-
공익사업 토지 등의 수용재결 건수 : 최근 3년간 평균 건수 × 0.7 / 토지수용 재결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승소율 : 최근 3년간 평균 승소율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보완사항 반영률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지적 및 보완사항의 90% 이상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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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촉진
  - 기반시설 설치, 주택융자지원
○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
  - 마을기반정비, 문화 복지시설, 소공원조성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사
업 추진율(%)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당해연도 
예산집행액/총사업
비)×100

당해연도 
예산집행액
(일반농산어
촌생활환경
정비사업예
산 집행실적)

실적 100 100

○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율

-일반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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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아름다운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생활을 매개로 체류형 공간조성 및 소득기반 시설보강 
  - 도민의 정주의식 고취,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기회 부여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기반 확충(%) 일반 20

목표 75 70 75 75 75 (완공동수/목표동
수) ×100

주택개량사
업 추진상황 
보고서실적 89.8 94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율(%)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①(선정 및 
사업추진 지구 수 
누계 / 총 사업 지구 
수) × 100 (50%) ② 
(준공 지구 수 
누계/ 총 사업 지구 
수) × 100 (50%)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실적 0 ①69

①51.72

간판정비사업 추진률(%) 일반 25

목표 72 74 72 72 72 ｛(시범가로내 
간판교체수+시범가
로내 
간판철거수)/시범
가로 
총간판수｝×100

간판정비사
업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

실적 73 77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건) 일반 20

목표 8,000 7,000 8,000 8,000 0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불법유
동광고물 
정비건수/3,000)+
행정처분건수

분기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보고

실적 8,270 9,330

공공주택 건설 실적(개) 일반 15

목표 3,000 1,000 3,000 3,000 3,000 공공주택 건설 
실적(사업승인 
세대수+착공 
세대수)

공공주택 
사업승인서 
및 
착공신고서

실적 4,621 1,359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기반 확충

-건설방재 업무계획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사업물량 및 대상자 매년 신규 선정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율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간판정비사업 추진률

-전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실적 대비 상향 조정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지속적 불법광고물 정비(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감소 추세 반영 유지

○공공주택 건설 실적

-주택건설종합계획(착공물량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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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효도아파트 공급 주거급여 지원
  - 노인계층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 맞춤형 주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주거급여 지원 집행률(%) 일반 10

목표 80 84 80 80 80

집행액/총사업비 
×100

당해연도 
예산집행액(
주거급여사
업 집행실적)

실적 100 95

○주거급여 지원 집행률

-주거급여 지역사업 보조금  100%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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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정책사업목표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
○ 열린 부동산 정책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
○ 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
○ 융․복합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국민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화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율(%) 일반 15

목표 35 35 35 35 35
공시지가 조정비율 
: {(이의신청 조정 
필지수 / 조사대상 
필지수) × 100 + 
(의견제출 조정 
필지수 / 조사대상 
필지수) ×100} / 2

국토교통부 
보고자료 및 
개별공시지
가 심의 자료

실적 100 100

지적측량결과 불만족률 
제로화(%) 일반 15

목표 90 80 80 80 80 [(불만족 답변 건수 
/ 답변 건수) × 
100]

지적측량만
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300 연말
확정

지적기준점 관리율(%) 일반 15

목표 95 95 95 95 95
[100-((망실점수 / 
관리점수) × 100)]

지적도근점 
관리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98.8 연말
확정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사업(%) 일반 10

목표 87.9 88.4 88.4 88.4 88.4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한 DB 
구축 사업량 
/2020년 완료 
목표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전체 
사업량) × 100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보고실적 88.06 연말

확정

투자유치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제공 실적(%) 일반 15

목표 100 100 100 100 100 [투자유치 
입지(의미화)분석 
제공 실적 / 
입지분석 
요청수량] × 100

온나라 
문서등록대
장, 입지분석 
자료제공 
실적 
관리대장

실적 100 100

상세주소 부여 추진 
실적(%) 일반 20

목표 60 80 80 80 80 {(부여건수 / 
부여대상건수) × 
100}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실적 80.25 연말
확정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필지 수 /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 수} × 100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사본

실적 100 연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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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율

- 2016년 가격현실화 균형유지 및 도내 공시지가 상승률 강세

○지적측량결과 불만족률 제로화

-지적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불만족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지적기준점 관리율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 지역 확대에 따른 기준점 관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사업

-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4개군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사업추진 목표치(168㎞)

○투자유치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제공 실적

-투자유치 입지분석 요청분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실적(100%)

○상세주소 부여 추진 실적

-공동주택과 건물군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하여 위치 찾기 정확도 향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고보조)에따른 사업 추진

- 869 -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속 실시로 생활권 확대 및 광역교통망 접속
○ 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 지방도 도로망 확충
○ 지방도로 원활한 유지․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주요 SOC
(고속도로, 철도, 국도) 
확충률(%)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건의 실적, SOC 
사업예산 확보율실적 100 100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량, 공정률

실적 100 1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국비 집행률,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발굴실적 100 100

○주요 SOC(고속도로, 철도, 국도) 확충률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건의 실적, SOC 사업예산 확보율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율

-국도 및 지방도 사업추진 현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율

-국비 집행률, 도 및 시군 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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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대중교통 기반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요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저상버스도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 운수업체 재정보전
○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 교통물류산업 활성화추진
○ 교통사고줄이기 사업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일반 20

목표 50 80 85 100 106.8
도입 및 사업추진율 사업집행계

획실적 40 83

농어촌지역희망택시 
도입률(%) 일반 25

목표 17 61 78 89 100
도입 및 사업추진율 희망택시 

운행계획실적 17 64

강원복지(무임)교통카드
발급률(%) 일반 10

목표 25 26 28 29 29
교통카드 발급률

강원복지교
통카드시스
템실적 25 27

교통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 일반 20

목표 90 90 93 93 93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

세외수입정
보시스템실적 92.2 9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실적 및 이용실적

-특별교통수단 실도입대수/법정도입대수*100

○농어촌지역희망택시 도입률

-희망택시 운행마을수 / 대중교통 미운행마을수 *100

○강원복지(무임)교통카드발급률

-교통카드발급자수/발급대상자수*100(%)

○교통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

-징수금액/부과금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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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사람 중심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 일반 15

목표 0 3% 3% 0 0
도입 및 추진실적 감소율

실적 0

자동차불법행위 단속률(%) 일반 10
목표 0 100% 75% 0 0

도입 및 추진실적 단속률
실적 0 110%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

-최근 3년 사고 감소율 평균치

○자동차불법행위 단속률

-당해년도 단속실적/전년도 단속실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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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가치제고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 추진
○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천관리
  -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 하천 편입토지 보상
  - 하천대장 전산화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주민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공정율(%) 핵심 50

목표 96 94 94 94 94 당해연도 국도비 
집행액 / 당해연도 
국도비 예산액 × 
100

국도비
집행내역실적 95 94

수자원가치제고사업 추진 
공정율(%) 핵심 30

목표 80 90 94 94 94 당해연도 국도비 
집행액 / 당해연도 
국도비 예산액 × 
100

국도비 
집행내역실적 72 90

하천유지관리 사업 
공정율(%) 일반 20

목표 100 90 94 94 94 당해연도 국도비 
집행액 / 당해연도 
국도비 예산액 × 
100

국도비 
집행내역실적 100 90

○주민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공정율

-지방하천 재해예방, 생태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유지

○수자원가치제고사업 추진 공정율

-지방하천 기본계획,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의 집행율 제고 설정

○하천유지관리 사업 공정율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의 최근3년간 실적유지 및 하천관리전산화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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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지방도 유지보수, 교량․터널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과적차량 단속 및 제한운행 차량 통행 관리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도로보수 및 
정비실적(백분율(%)) 일반 0

목표 2.8 2.9 3.0 3.1 3.2 노후․훼손된 도로 
기능회복율(%)
(도로보수연장/공
용연수를 제외한 
포장도연장X100)

춘추계도로
정비 추진 
계획 및 정비 
지침(강원도
)

실적 2.8 2.9

시설물(교량,터널) 
유지보수 및 
점검실적(횟수(회))

일반 0

목표 1,428 1,456 1,456 1,456 14,563

안전점검대상 교량 
및 터널 정기점검 
횟수(건)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 보고서 
및 자체점검 
추진계획서

실적 1,428 1,456

과적차량 단속 
실적(백분율(%))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적차량 단속실적 과적차량 

단속률(%)실적 100 100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실적(백분율(%))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품질관리시험 
처리율(%)

품질시험 
추진계획서
(3년간 
실적보고 
포함)

실적 100 95

○도로보수 및 정비실적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중장기계획

○시설물(교량,터널) 유지보수 및 점검실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1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과적차량 단속 실적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실적

-강원도건설공사품질관리및시험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제3조 품질검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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