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 도정의 기획․조정 실천력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 지방재정 「균형화․ 효율성․투명성․자율성」제고
○ 전국최고의 「스마트 강원」 구현

[소관실국] 기획조정실

 강원도 발전 「내면의 동력」 창출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도정의 기획 조정 1 3 4,297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1 1 35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1 1 79

건전재정 운영 4 1 194,094

합리적인 세원 확대 세입 증대 노력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4 1 13,199

도민이 만족하는 회계행정 구현 3 1 823

공유재산을 활용한 현안해결 및 열린 청사 조성 1 2 4,709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1 2 56,719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1 1 1,904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1 2 80,729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1 1 24

미래인재 발굴육성 및 공교육 지원 강화 2 2 198,299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2 1 209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과 역할 강화 2 1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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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70 7 29 134 177

기획관실 36 2 9 28 38
기획팀, 정책개발팀, 조직관리팀, 
평가관리팀, 의회협력팀, 규제개혁팀, 
통계분석팀, 올림픽팀, G-2년행사팀

예산과 21 1 4 16 23 예산, 재정지원, 투자분석, 공기업

세정과 20 1 4 15 20 세정팀, 세입관리팀, 세무지도팀, 
지방소득팀

회계과 53 1 4 48 53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균형발전과 17 1 4 12 15 지역협력팀, DMZ평화지역팀, 
지역개발팀, 남북협력팀

교육법무과 15 1 3 13 17 교육지원, 대학협력, 법제, 송무

서울본부 8 0 1 7 14 관리팀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6,198 100.00 % 678,847 100.00 % 57,351 8.45%

정책사업 606,407 82.37 % 548,272 80.77 % 58,135 10.60%

행정운영경비 86,805 11.79 % 80,471 11.85 % 6,334 7.87%

인력운영비 86,059 11.69 % 79,759 11.75 % 6,299 7.90%

기본경비 746 0.10 % 710 0.10 % 36 5.05%

재무활동 42,986 5.84 % 50,104 7.38 % △7,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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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정 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 및 정책평가를 통한 강원도 이익 극대화
도정 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

○ 도정현안 해결역량 강화
  - 도정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실적 관리 및 점검
  -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제안활성화
  - 주민 및 공무원제안 공모 및 제안 평가
  - 채택제안 표창 및 시상금 지급
○ 정부합동평가 최상위 수준 달성(BSC)
  - 평가준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상시 점검
  - 합동평가 워크숍, 컨설팅 등 개최
  - 합동평가 유공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도정주요현안 해결 
성과(건수) 핵심 30

목표 5 5 5 5 5
시책보고 활용 주요업무

시행계획실적 5 5

○ 도정주요현안 해결 성과

- 주요업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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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정 주요 현안 해결역량 강화 및 정책 평가를 통한 강원도 이익 극대화
- 도정 정책지원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가시화

 ○ 주요내용

- 도정현안 해결역량 강화 : 계획대비 추진률
- 제안 활성화 : 제안건수, 채택제안 건수
- 정부합동평가 최상위 수준 달성 : 정부합동평가 가 등급 분야 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기획․조정기능 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기획․조정기능 강화 일반회계 1,445 622 543 5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232 235 2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151 150 150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1,050 190 117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44 42 42

지식행정 활성화 5 5 5

사업명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사업내용
도정홍보책자 및 강원발전비전전략PT 제작
도정시책추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경비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16개 시도 공동부담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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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사업내용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정부합동평가 도,시군 담당자 컨설팅 등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사업내용 자치의정 정기구독료
의원상해부담금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내용 지식등록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인센티브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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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 생산으로 통계활용 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 지역특화 통계 생산
·경제총조사(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통계담당공무원 연찬회 등 운영
·각종 통계 간행물 제작 등
·통계교육 이수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실용적 통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실용적 통계관리 일반회계 52 106 70 1

지역특화 통계생산 52 106 70

사업명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업내용

경제총조사(사업체조사) 운영 및 보고서(1~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1~3월), 도정기본통계 

수첩(3~5월), 행정통계자료집(6~9월), 강원통계연보(6~12월), 강원의 사회지표(사회조사) 

운영(1~12월),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12월),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4~12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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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정의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모색

 ○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 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 강원도 학술 정책 연구 용역 사전 심의 및 운영
-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정책개발 역량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정책개발 역량강화 일반회계 3,565 3,933 3,601 6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5 8 8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3,000 3,300 3,135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460 500 3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100 125 150

인구증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급

0 0 5

정책연구용역 
심의운영위원회 운영

0 0 3

사업명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사업내용 도민제안 우수자 시상,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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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내용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내용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내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출연(출자)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인구증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급

사업내용 최우수(1개 시군, 2,000천원), 우수(시 1, 군 1, 각 1,500천원)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102 -



사업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2천만원 초과 정책연구용역사업(연구개발비) 심의 

사업기간 연례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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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 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내실 운영

○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횟수) 핵심 30

목표 5 6 6 6 6 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 운영계획

실적 5 6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전년 대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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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 개선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내실 운영

 ○ 주요내용

-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방투자 및 규제발굴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투자 및 규제발굴 일반회계 22 40 35 1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22 40 35

사업명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내용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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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행복한 강원도 실현

○ 도정자문단 운영
   - 위원회 회의 및 포럼 개최(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건수) 핵심 40

목표 5 5 5 5 5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5 5

○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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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모든 전략과 계획의 초점을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둠으로써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총력

 ○ 주요내용

- 도정자문단 운영
 ·위원회 회의 및 포럼 개최(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횟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도민의 삶의질 향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도민의 삶의질 향상 일반회계 54 110 79 1

도정자문단 운영 54 110 79

사업명 도정자문단 운영

사업내용 도정자문단 구축 및 운영(정기 및 수기 개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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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건전재정 운영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 국비의 안정적 확보, 재정심사기능 강화

○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재정 성과관리를 통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경상경비 절감률(%) 일반 25
목표 1.19 1.18 1.18 1.18 1.18 (경상경비집행액/

최종예산집행액)X
100실적 1.19 1.18

정부예산 확보 증가율(%) 핵심 25
목표 4 4 4 4 4 전년대비 국비확보 

증가율실적 4 4

보통교부세 증가율(%) 일반 25
목표 2 2 2 2 2 전년대비 교부세 

증가율실적 2 2

사회공헌기금 목표 
달성률(%) 일반 25

목표 3.2 3.2 3.2 3.2 3.2 기금목표액 대비 
확보액실적 3.2 3.2

○ 경상경비 절감률

- 결산서

○ 정부예산 확보 증가율

- 예산서

○ 보통교부세 증가율

- 예산서

○ 사회공헌기금 목표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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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건정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발전 도모

 ○ 주요내용

예산효율적 예산운용 및 편성, 정부예산의 안정적 확보, 재정심사, 재정성과 관리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효율적 재정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효율적 재정운영 일반회계 178,651 173,507 194,094 9

기관공통 재정운영 938 1,310 1,510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1 20 20

재정업무 전략적추진 152 147 15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7 30 30

시․군 재정보전 162,371 157,800 172,16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93 125 110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15,000 14,000 20,000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59 75 76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0 0 22

사업명 기관공통 재정운영

사업내용

- "8개 세출과목"의 기관공통경비 지원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1개목)
 ·사무관리․공공운영․교육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와 행사운영경비(3개목)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2개목)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 지급경비(1개목)
 ·기구신설 등 자산물품 구입경비(1개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공통경비가 필요한 부서의 지원요청과 내부심사를 통하여 지원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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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사업내용

- 2월말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수립 (사업부서)
- 3월중         :  대상사업 확정 (예산부서)
- 익년도 2월말  :  성과금 지급신청 (사업부서)
- 익년도 4월말  :  성과금 지급심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익년도 5월말  :  성과금 지급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출절약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집행 및 제도개선 등 예산절감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의 세입증대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성과금 지급된 경우 → 성과금 지급 금지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재정업무 전략적추진

사업내용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정부예산 확보, 예산운영, 재정심사, 경영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정부예산 확보, 예산운영, 재정심사, 경영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 방식
- 시스템 개발 및 S/W 유지보수 : 국비
- 유지관리 : 지방비 부담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시․군 재정보전

사업내용
- 시군간 재정형평성 유지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보전  →  재정보전금의 90/100
 ·배분기준  :  시군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미만 시군 10% 
 ·통지교부  :  매 회계연도 개시전 총액을 시군에 통지  /  매 분기 교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정비율로 시군에 배분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110 -



사업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4개 기관
 ·시군 설립 공사ㆍ공단 6, 상수도 15, 하수도 3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사업내용

ㅇ기투자(2015년까지) : 990억원
 - 현금출자 690억원(2011년 200, 2012년 100, 2014년 150, 2015년 240)
 - 주식매입 300억원(2012년 150, 2013년 150)
ㅇ총사업비(2016년부터) : 400억원
 - 주식매입 400억원(2016년 200, 2017년 20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내용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경영평가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비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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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세원 확대 세입 증대 노력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징수목표액 설정 및 징수상황 수시 점검
  - 지방세정 운영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
  - 징수대책 보고회 정례화

○ 지방세 과년도분 징수율 제고
  -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포상
  -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 행정제재 강화

○ 이자수입 증가율
  - 실소요자금 적기수시배정(일일)
  - 현금흐름 예측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 위주의 예금관리

○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 정기세무조사 지속 추진
  -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핵심 50
목표 90 90 90 90 90 지방세 징수 상황 

보고서와 대사 보고서 대사
실적 90 90

지방세 과년도분 징수율 
제고(%) 핵심 20

목표 90 90 90 90 90 지방세 징수 상황 
보고서와 대사 보고서 대사

실적 90 90

이자수입 증가율(%) 핵심 10
목표 90 90 90 90 90 도세입 징수 

보고서와 대사 보고서 대사
실적 90 9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핵심 20

목표 90 90 90 90 90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추진세액 시군결과 
통보 문서와 대사

지방세 
법인세무조
사 추진세액 
등 결과 문서 
대사

실적 90 90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과년도분 징수율 제고

○ 이자수입 증가율

○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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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합리적인 세원 확대 및 세입 증대 노력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 주요내용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징수목표액 설정 및 징수상황 수시 점검
 ·지방세정 운영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
 ·징수대책 보고회 정례화

- 지방세 과년도분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포상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 행정제재 강화

- 이자수입 증가율
 ·실소요자금 적기수시배정(일일)
 ·현금흐름 예측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위주의 예금관리

-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정기세무조사 지속 추진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사업 안정적 세수 확보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안정적 세수 확보 일반회계 12,269 11,715 13,199 7

재정자립도 제고 205 226 245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90 100 100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8 9 9

징수교부금 지원 11,916 11,333 12,801

세무조사 추진 37 33 31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7 8 8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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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내용

지방세정운영 우수시군 포상(9개시군) : 50,000천원
체닙액징수 우수시군 포상(9개시군) : 20,000천원
지방세연찬회 우수시군 포상(9개시군) : 9,000천원
세외수입 연구발표 우수시군 포상(9개시군) : 5,000천원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사업내용 과년도체납액 징수공무원, 탈루세원발굴자,제도개선등 세입증대기여자등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시행주체 강원도, 시군

사업명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내용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전 적법여부 사전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지방세 과세후 적법여부사후 심사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징수교부금 지원

사업내용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 보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강원도세조례 제18조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114 -



사업명 세무조사 추진

사업내용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과표, 재산세 운영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사업내용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 과표현실화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사업내용 도.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및 인접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사업기간 연례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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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만족하는 회계행정 구현

○ 투명한 회계․신뢰받는 회계행정

○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세출예산 집행률(%) 일반 20
목표 90 90 90 90 90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 100

지출집행 
실적보고서실적 94 92

지역업체의 공사용역 
수주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역업체 
수주금액/총 
발주금액)×100

지역업체 
수주현황 
분기별 
보고서

실적 100 93

재정 관련 도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 의결
비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도의회 원안의결 
건수 / 도의회 
상정건수 × 100

최근 3년간 
결산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

실적 100 100

○ 세출예산 집행률

- 일반회계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 지역업체의 공사용역 수주율

- 지역업체 수주현황 분기 보고서 기준 3년간 평균 수주율 유지

○ 재정 관련 도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 의결 비율

-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 도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 의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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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추진

 ○ 주요내용

- 소통과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 도내 경제활성화 및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 행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회계․계약제도 내실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회계․계약제도 내실 운영 일반회계 1,001 1,063 823 2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722 753 787

계약업무 내실 운영 279 309 35

사업명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내용 세입. 세출, 채권. 채무 전반(일반, 특별회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 채권, 채무,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직접수행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계약업무 내실 운영

사업내용
출퇴근 버스 임차료
계약업무 지도 및 원가 산출 조사
입찰공고 수수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직접수행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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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공유재산을 활용한 현안해결 및 열린 청사 조성

○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효용 극대화

○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조성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액(%)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수입액) + (대부료 
수입액)

수납집계표
(세외수입시
스템), 
대부계약 
체결현황

실적 100 100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액

- 년 간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및 임대료 수입액 기준 / ※ 매년 공유재산 처분으로 매각 및 대부료 
수입액 증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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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

 ○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도유재산을 활용한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유재산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유재산 관리 일반회계 1,001 2,783 967 1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001 2,783 967

사업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내용

-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 재해발생시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 관사(숙소) 임차 : 도청에서 가급적 근거리에 위치한 신형 아파트 월세 임차
- 도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 도유재산 처분등 가격 결정
-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
- 공유재산관리 보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직접수행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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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조성

 ○ 주요내용

-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형 청사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일반회계 7,639 2,367 3,742 4

청사관리 및 운영 4,356 2,004 2,261

관용차량 관리 413 363 441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2,870 0 1,000

강원도청차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국고)

0 0 40

사업명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내용

-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각종 기구 수선
-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 도 본청사 청사청소 용역 및 민간위탁 수수료 지출
- 청사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제반비용 지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직접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관용차량 관리

사업내용
-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차량임차료 지출
- 관용차량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수선비, 소모성 물품구입
- 노후관용차량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직접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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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사업내용 부지면적 매입후 주차장  조성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제원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원도청차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국고)

사업내용 강원도청차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보조사업 50:50

시행주체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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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역발전 업무추진

○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지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 소도읍 육성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 지역개발사업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 횟수 
(%))

일반 20

목표 0 100 100 100 100 -지역행복생활권 
지역발전 추진 실적
-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추진실적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균형발전 도모

공문 및 
증빙자료실적 0 100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강원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권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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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주요내용

- 지역발전정책추진
-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역발전 기반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발전 기반구축 일반회계 4,244 431 10,567 6

지역발전정책 추진 21 167 86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61 61 67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179 203 20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지원

3,983 0 2,74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0 0 4,016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0 0 3,453

사업명 지역발전정책 추진

사업내용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및 지역희망박람회 업무추진 여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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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내용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출연(출자)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명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사업내용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보조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지원

사업내용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〇지특보조사업
 - 2015년 이전 선정사업 : 국비 90%, 시군비 10%
 - 2015년 신규사업 
  ·5대중점분야 국비:도비:시군비=80:6:14
  ·그 외 : 국비:도비:시군비=70:9:21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내용 노후시설(담장, 축대, 건물) 보수, 재해예방 등 안전강화 사업, 집수리 지원, 마을 CCTV설치, 
일자리·일반, 복지 등 휴먼 케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사업기간 2015년04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지방 30(도30, 시군7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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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내용 노후시설(담장, 축대, 건물) 보수, 재해예방 등 안전강화 사업, 집수리 지원, 마을 CCTV설치, 
일자리·일반, 복지 등 휴먼 케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지방 30(도30, 시군7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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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주요내용

- 소도읍 육성사업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 지역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일반회계 45,509 39,356 25,867 4

소도읍육성(행자부) 10,442 5,900 3,250

소도읍육성(농식품부) 9,859 13,653 7,50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
역등 종합개발(국고)

16,900 16,875 12,110

지역개발사업 지원 8,308 2,928 3,000

사업명 소도읍육성(행자부)

사업내용 지역특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경관개선, 도시인프라 확충 등

사업기간 200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원조건 : 읍당 4년간 국비50억원 지원[국비 70%, 시군비 30%(도비는 시군비의 2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소도읍육성(농식품부)

사업내용 지역특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경관개선, 도시인프라 확충 등

사업기간 2003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원조건 : 읍당 4년간 국비70억원 지원[국비 70%, 시군비 30%(도비는 시군비의 2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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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종합개발(국고)

사업내용

-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업 내용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 사업 등

사업기간 200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춘천 캠프페이지 : 국비66.12%, 시군비 33.88%
원주 캠프롱 : 국비 65%, 시군비 35%
주변지역지원 : 국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지역개발사업 지원

사업내용 도 경계주변환경정비사업 :  조형물, 소공원, 야립간판 등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 농로포장, 소교량 가설, 도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연례반복)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경계주변환경정비사업 :  재원부담(도비 50%, 시군비 50%)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 재원부담(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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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 DMZ 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

○ DMZ 가치 홍보 및 평화적 이용 업무추진

○ DMZ 명소화 활동 업무추진

○ DMZ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추진실적(%)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 / 사업추진 
목표량 사업계획

실적 100 100

○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추진실적

-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을 통한 접경지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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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주요내용

-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역균형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균형개발 일반회계 19,857 22,394 20,285 3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국고)

9,857 8,894 5,291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국고)

10,000 13,500 13,686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국고)

0 0 1,308

사업명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국고)

사업내용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12개소)

사업기간 199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 80~100%(고성 : 국비 100, 철원 : 국비 80, 시비 20)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국고)

사업내용

〇 3개 분야 18개 사업, 1조 2,120억원(국비 4,073, 지방비 1,283, 민자 6,764)
  1.기반시설 : 10건(주문진~옥계간 관광탐방로 조성 등 3,090억원)→국비 2,788억원(90%)
  2.역사문화 : 3건(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 등 954억원)    
  3.지역관광자원정비 : 5건(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등 8,076억원)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국고 90%, 지방비 1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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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국고)

사업내용 지역산업, 지역경관, 생활복지 기반조성, 체험관광, 지역역량 증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사업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10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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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 평화누리길 조성 

○ 동서 녹색 평화도로 조성

○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일반 20

목표 67 68 54 55 55.5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국비확보 실적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실적 67 68

○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 강원도 평화지역을 접경지역 발전 동력으로 개발 운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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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등 접경지역 개발사업 내실 추진

 ○ 주요내용

- DMZ 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
- DMZ 평화상 시상 및 DMZ 평화포럼 운영 지원
- DMZ 평화적 가치 창출 업무 추진 등
- DMZ 자전거 퍼레이드 운영
- DMZ 평화마을 조성 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디엠제트 발전 기반 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디엠제트 발전 기반 구축 일반회계 2,205 2,043 1,904 3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117 140 126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 102 101 25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1,986 1,803 1,753

사업명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사업내용
- DMZ 관련 주요현안 대응방안 및 정책개발 자문
- DMZ 평화상 시상 및 DMZ 평화포럼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

사업내용
- DMZ 평화누리길 홍보물 제작 
- DMZ 홍보 행사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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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사업내용 - 평화마을 조성 : 접경지역 오지마을 선정 및 마을특성화 사업 6개소
- DMZ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16년 9월

사업기간 2012년12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강원도,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평화마을 조성 :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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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 주요내용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 접경지역 개발 사업 추진
-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 동서 녹색 평화도로 조성
-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접경지역 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접경지역 개발 일반회계 48,943 64,792 80,729 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국고)

3,900 5,343 8,090

접경지역 개발 사업 추진 11 8 7

접경지역 지원(국고) 42,759 50,053 54,480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국고)

1,573 6,388 6,252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국고)

700 2,000 3,000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국고)

0 1,000 8,900

사업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국고)

사업내용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조성, 펀치볼 탐방로 조성 등 16개사업

사업기간 2005년10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지방비(5:5)

시행주체 접경지역 5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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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접경지역 개발 사업 추진

사업내용 접경지역 개발사업 업무 추진 관련 여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접경지역 지원(국고)

사업내용 주건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보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30%
(단, '10년 이후 신규사업일 경우 80:20)

시행주체 접경 6개 시군

사업명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국고)

사업내용 - 고성 ~ 철원 간 지역별 명소 위주 자전거 도로 개설
- 향후 지역별 명소를 거점으로 선형태로 이음으로써 접경권 순환형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주체 접경 5개군

사업명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국고)

사업내용 기존 국도 및 지방도를 최대한 활용, 동서간 접경지역을 잇는 친환경 도로 건설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3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주체 접경 5개군

- 135 -



사업명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국고)

사업내용 국회의정연수원 유치에 따라 교통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로 확․포장 사업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주체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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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 남북경제협력 추진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남북경제협력 업무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남북교류협력 강화 일반 100
목표 0 0 1 1 1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건수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실적 0 0

○ 남북교류협력 강화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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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5.24대북제제조치로 인해 중단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사업 사전 발굴
- 대북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차원 통일준비 교류사업의 강원도 주도 방안 마련 등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및 실무기구로서「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설치·운영

 ○ 주요내용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위원회 운영
- 남북 교류협력 기획단 운영
- 남북경제협력 업무추진
- 남북관련 행사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 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남북경제협력 추진 일반회계 19 27 24 2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5 12 9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
단 운영

14 15 15

사업명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내용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교류협력추진 일반
- 남북강원도교류협력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등 유지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

사업내용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전화요금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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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미래인재 발굴육성 및 공교육 지원 강화

○ 차별 없고 경쟁력 높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초․중등 학력 향상 지원

○ 교육기반 구축 및 도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만족도 조사(%) 핵심 25

목표 80 80 80 80 80 {(참여 대학생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참여 대학생 전체 
응답자 수) × 50} +
{(참여 부서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참여 부서 전체 
응답자 수) × 50}

공문 및 
부서별 회신 
문서 실적 - 86.4

강원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이용률(%) 핵심 25

목표 - 20 20 25 25 {다모아 정보망 
이용자 수 / 인터넷 
이용 평생학습 
참여자 
수(34,000명)} × 
100}

한국교육개
발원, 통계청실적 - 15

○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만족도 조사

- 5구간 척도를 나누어 만족 구간의 목표값 80% 설정

○ 강원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이용률

- 도내 인구수 및 평행학습 참여자수를 근거로 2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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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육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주요내용

-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인재육성․교육협력체계 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인재육성․교육협력체계 구축 일반회계 164,961 154,777 178,123 5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164,450 153,894 159,382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0 0 7,173

지역인재 발굴 육성 131 253 256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 0 0 10,412

평생교육 진흥 380 630 900

사업명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방교육세 전액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3.6%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별 도, 시군, 교육청 매칭비 상이

시행주체 교육청

사업명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사업내용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내 고교 출신이면서,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및 제2학사 건립 출연금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출연(출자)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도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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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역인재 발굴 육성

사업내용
대학생실습공무원제 운영
로스쿨 장학금 지원 사업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

사업내용 대학운영기본경비, 교육환경개선, 연구개발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평생교육 진흥

사업내용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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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학교용지 부담금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부족현상 해소

 ○ 주요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징수교부금 교부
-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학교용지부담금지원
학교용지부담
금특별회계

1,749 4,153 1,215 1

학교용지부담금지원 1,749 4,153 1,215

사업명 학교용지부담금지원

사업내용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산액의 3%
학교용지매입비의 5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
학교용지매입비 50%을 교육청에 교부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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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ㅇ입법지원 및 법률서비스 확대
ㅇ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조례규칙 심의안건 원안 
가결률(%) 핵심 25

목표 95 95 95 95 95 조례규칙심의 
원안가결 건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건수 × 100

강원도 
조례규칙심
의회 의결서실적 97.5 98

행정소송 승소율(%) 핵심 25

목표 90 90 90 90 90 행정소송 승소 건 
수 / 2015년 
행정소송 최종 종결
건 수) ×100

소송사건
현황자료실적 96 91

○ 조례규칙 심의안건 원안 가결률

- 과거추세 반영, 목표치를 95% 설정

○ 행정소송 승소율

- 행정소송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로 최근 목표치인 9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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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법제행정의 기획 및 소송행정의 종합조정 

 ○ 주요내용

- 조례․규칙의 입안심사 및 자치법규 관리
-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
-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국가, 행정, 민사)수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회계 182 238 209 2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31 46 32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151 192 177

사업명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사업내용
-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 법령집 추록 구입
-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전문교육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사업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150여건
- 소송 수행 100여건
- 소청심사청구사건 처리 40여건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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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과 역할 강화

〇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확대
  - 청정강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 직거래행사를 통한 유통인프라구축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행사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
〇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확대
  - 국회, 중앙부처 대상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확대로 강원도 가치와 이익 극대화 선제적 대응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목표
대비 추진 실적(회)

일반 70

목표 20 20 20 20 20 {수도권 
직거래장터 개설 
실적 / 수도권 
직거래장터 개설 
목표 × 0.5} +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추진 실적
/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추진 목표
× 0.5}

직거래장터 
개설 건수 
,농촌체험행
사 추진 건수

실적 20 20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목표
대비 추진실적(건) 일반 30

목표 235 230 230 230 230
정책자료 제공 건수
/ 정책자료 제공 
목표 건수 × 100

문서로 
실과에 
통보한 
정책자료 
건수

실적 235 230

○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목표 대비 추진 실적

-과거 3년간 추진 실적 평균

○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목표 대비 추진실적

-과거 3년간 정책자료 수집,제공 건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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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수도권「도정창구」기능과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확대
 ·청정강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직거래행사를 통한 유통인프라구축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행사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
-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확대
 ·국회,중앙부처 대상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확대로 강원도 가치와 이익 극대화 선제적 대응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일반회계 160 178 167 3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124 134 124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8 13 11

농특산물 홍보강화 28 31 32

사업명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사업내용
- 도.시군 협력관 운영으로 주요 현안사항 중앙협조 총괄 전담창구 역할수행
- 인적자원 관리 및 활용으로 현안사업 및 국비확보 지원
- 국회.중앙부처 대상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확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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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사업내용
- 도내거주 낙후지역 및 오지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도권 도시체험 및 문화시설 탐방 등 
  기회제공으로 동기부여 및 사회·문화적  눈높이 제고
- 미래 강원인재 양성 기여와 고향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마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농특산물 홍보강화

사업내용

- 농수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수도권 무상급식 시장에 도 농수특산물 이용활동 전개
- 청정강원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 직거래 행사를 통한 유통인프라구축과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 유관기관 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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