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잘 사는 江原道 世上 基盤擴充 
▷ 환동해권 및 동북아지역의 교류중심축 형성을 위한 기반확충
▷ 자연과 조화된 개발과 보전의 토지이용체계 확립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

< 重點 推進課題 >
□ 남북과 동북아를 내다보는 '井'자형 순환교통망체계 구축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간 네트워크화

◦ 동해서울～양양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추진

◦ 주요간선국도 조기확충 - 국도38호선 등 11개노선

◦ 지방도로망 확충 - 터널화교량화 등

◦ 기간철도망 구축 - 남북철도 2개축, 간선철도 3개축

□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체계 확립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본격추진 - 강원도가치 극대화

◦ 장기발전 전략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 도시기능 확충 및 용도지역지구시설의 재정비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마을환경정비, 도시주거환경개선

◦ 완벽한 수해복구 및 재난재해요인의 근원적 해소대책 추진

◦ 문화예술을 고려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및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 도로망 확충 및 정비 184,870 168,498 102,216 66,282 16,372

◦지방도 확․포장 12.3㎞ 65,550 65,550 39,330 26,220 -

◦지방도 터널․교량화사업 4개소 6,000 6,000 - 6,000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6개지구 30,920 30,920 22,920 8,000 -

◦미시령관통도로 개설 15.67㎞ 22,913 22,913 21,480 1,433 -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노선

37.57㎞
23,538 17,251 17,251 - 6,287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

6.76㎞
14,100 7,050 - 7,050 7,050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2개시,

489㎞
2,470 1,235 1,235 - 1,235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51㎞ 240 240 - 240 -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73필지 300 300 - 300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조침령도로 확․포장
3.4㎞,

터널공
5,380 5,380 - 5,380 -

◦용화산 진입도로 확․포장 0.5㎞ 400 200 - 200 200

◦횡성 매일～상대도로 확․

포장
1.0㎞ 400 200 - 200 200

◦평창 신기도로 확․포장 1.0㎞ 900 700 - 700 2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소

4.08㎞
1,400 700 - 700 700

◦지방도 유지보수 및 자재
응급복구

등
3,169 3,169 - 3,169 -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구입 8종 1,075 1,075 - 1,075 -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반운영 177명 3,715 3,715 - 3,715 -

◦덕우～동면간 도로 선형개선 정선 400 400 - 400 -

◦칠성전망대진입도로 확포장 14.47km 2,000 1,500 - 1,500 5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 63,962 45,167 26,107 19,060 18,795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춘천,양

구,인제
2,712 2,712 680 2,032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평창 5,700 3,900 - 3,900 1,800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6개소 600 300 - 300 300

◦마을환경 정비사업 14개사업 3,420 1,710 - 1,710 1,710

◦오지개발사업 19개면 21,660 15,051 15,051 - 6,609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5개지구 17,656 11,476 8,828 2,648 6,180

◦국민임대주택 건설 388호 1,548 1,548 1,548 - -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0개마을 2,666 1,870 - 1,870 79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700동 4,200 2,800 - 2,800 1,400

◦환경친화적 경관조성 상사업비 800 800 - 800 -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18시군 3,000 3,000 - 3,000 -



․소방분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 재해․재난 예방 및 항구적 복구 57,665 34,140 19,598 14,542 23,52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지구

15.1㎞
24,264 17,936 15,224 2,712 6,328

◦하도정비사업
11개소

7.6㎞
5,566 4,591 3,340 1,251 975

◦일반하천개수사업
12개하천

(기금)
1,000 1,000 - 1,000 -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1,653㎞ 300 300 - 300 -

◦지방2급하천 유사량 산정 2개소 30 30 - 30 -

◦소하천 정비
공지천,

신천천
2,200 1,100 - 1,100 1,100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20개소 320 320 - 320 -

◦북평 수해상습지 배수관로 정선 400 200 - 200 200

◦수방 가이드라인 설정용역
9개시군

120개소
100 100 - 100 -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적설량기 60 60 - 60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5지구 1,250 500 - 500 750

◦재해재난대책관리기금 조성 2기금 2,067 2,067 - 2,067 -

◦하천편입토지 보상 보상비 1,500 1,500 - 1,500 -

◦재난재해대비 자원봉사 조성 107천명 30 30 - 30 -

◦산불방지 대책(경상) 28,035㏊ 2,594 1,336 778 558 1,258

◦산불방지 대책(자본)
3,500

개소
852 438 256 182 414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배치 930명 9,320 1,068 - 1,068 8,252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2,210명 884 265 - 265 619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 지원 324단체 1,296 389 - 389 907

◦산불진화 헬기 임차 5대 3,600 900 - 900 2,700

◦산불진화 워터펌프 320대 32 10 - 10 2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2004 예산(안)
시군비

계 국비 도비

) 민방위 및 소방력 강화 8,188 7,154 59 7,095 1,034

◦소방서 신축 철원 2,293 2,293 - 2,293 -

◦제2항공대 신축 양양 200 200 - 200 -

◦소방파출, 출장소 신축 6개소 1,885 1,190 - 1,190 695

◦구조대시설 보수 원주 50 50 - 50 -

◦통신시설교체 11대 130 130 - 130 -

◦소방헬기 운영 2대 600 600 - 600 -

◦의용소방대 운영 6,661명 2,356 2,356 - 2,356 -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보수,

교체
100 100 - 100 -

◦민방위 교육․훈련 4,000명 129 66 39 27 63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1개소 65 43 20 23 22

◦생활 민방위 우수 시범마을

육성
3개마을 60 30 - 30 3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방독면,

우의등
320 96 - 96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