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 쪽

1121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1122 의정활동 운영 지원 총무과 12E1 행정지원 강화

12C1 도이미지 제고 홍보 12E2 직원복지 증진

12C2 홍보 간행물 발간 12E3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12C3 온라인홍보기능 강화 12E4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12C4 도정홍보활동 지원 12E5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32H1 국제화기반 확충 자치지원과 12F1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32H2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12F2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32H3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12F3 자원봉사 활성화

12D1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12F4 과거사 정리 및 진실 규명

12D2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12G1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12G2 댐주변지역 친환경 개발

기획관실 1211 기획·조정기능 강화 4111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1212 인재육성·교육협력체계 구축 4112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1213 실용적 통계 관리 세무회계과 12H1 안정적 세수 확보

2181 학교용지부담금지원(특별회계) 12H2 계약·회계제도 내실 운영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123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12H3 국·공유재산 관리

1232 접경지역 지원 체육청소년과 2151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담당관실 1241 효율적 재정운영 2152 체육기반시설 확충

정책관리담당관실 1221 경제선진도, 삶의질 일등도 실현 2153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정보화담당관실 1251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 2154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1252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2155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1253 지역 정보화 추진 2161 미래인재 육성강화

1254 통신기반시설 구축 2162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1255 U-강원정책 추진 2163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

서울사무소 1261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화 2164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262 농특산물 홍보 강화

부서별, 세항별 색인표

 자치행정국

구          분 세             항

 기획관리실

 의회사무처

국제협력실

구          분 세             항

 감사관실

 공보관실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환경정책과 2251 환경교류

관광정책과 32A1 문화자원 등 발굴·육성 2252 환경기술개발 및 도민참여

32A2 관광지원시설 개선 2261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

32B1 관광서비스 개선 2262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32B2 관광마인드 확산 226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2B3 관광의 지속발전 지원 2271 맑은 공기질 유지

32B4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2272 대기환경 개선

관광마케팅사업단 32A3 관광이미지 Top Brand화 2281 자연환경 조사·관리

32A4 여행사 전문유통망 육성 2282 야생동식물 보호

32F1 관광 이미지 제고 2283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

32F2 해외 관광객 유치 촉진 맑은물보전과 22A1 환경기초시설 확충

32F3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 22A2 수질환경 개선

32F4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22A3 물자원 가치제고

관광개발과 32C1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 22A4 안전한 물 안정적공급

32C2 관광 소프트인프라 확충 22A5 화장실문화 개선

32E1 문화관광자원 육성 국제관광정보센터 32G1 주제관·타워 운영관리

32E2 관광지 조성 및 개발 32G2 관람편의시설 유지보수

32E3 평화생태관광 자원 육성 동강관리사업소 22B1 기반시설 확충

32E4 국·도립공원 관리 22B2 자연환경보전활동강화

문화예술과 2111 강원학연구 및 체계 정립 자연환경연구사업소 2291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

2112 강원의 얼 선양 2292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2113 향토문화 발굴육성 국제도시훈련센터 22E1 국제도시훈련센터조성

2121 문화기반시설 건립  보건복지여성국

2122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과 2311 선진 복지환경 조성

2123 문화산업기반 조성 2312 사회복지 우수자원 육성

2124 문화생활 참가지원 2313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2125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2321 보훈단체 육성·지원

2131 문화유산의 관리·정비 233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132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2332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2133 문화재 원형기반 보존·구축 233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환경관광문화국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2334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확대 3121 농촌관광기반 확충

2341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3122 농촌지역 개발

2342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농산지원과 3131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2343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3132 쌀 생산·유통지원

2351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 3133 감자산업 육성

2352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 3134 잡곡의 소득화

2353 의료보호기금 조성 3135 농업재해복구 지원

2353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 3136 친환경농업 육성

여성가족과 2371 여성주류화 및 사회참여 확대 3141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2372 강원여성의 얼 선양 3142 농업 생산기반 정비

2373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 유통원예과 3151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2374 양성평등의식 확산 3152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2375 여성수련원 건립 315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381 건전 가족문화 조성 3154 수출생산기반 조성

2382 여성복지 증진 축산과 3191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2383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3192 양돈업 육성

2384 보육서비스 강화 3193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보건위생과 2211 보건·의료시설 확충 3194 축산경영 지원

2212 전문의료인력 양성 3195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2221 응급의료체계 구축 3196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

2222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 산림정책과 3311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2223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3312 산림 생태·환경기능 증진

2224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산림정책과 3313 산림문화·휴양 창달

2231 식품·공중 위생관리강화 331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여성정책개발센터 23A1 취업·창업 지원 3315 생활녹지공간 확충

23A2 성인지력 향상 및 리더십 강화 331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23A3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산림관리과 3321 산림소득기반 확충

3322 산림자원 조성

농어업정책과 3111 농업발전 기반 구축 3323 다양한 특화숲 조성

3112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3324 산림경영 지원

3113 전문농업인 육성 3325 산림관리 및 보전

 농정산림국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농산물원종장 3171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3263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3172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3264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감자원종장 3181 씨감자 안정적 생산 기업유치과 3271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3182 생산기반시설 확충 3272 이전기업 재정지원

감자종자보급소 3161 보급종 씨감자 생산·보급 3281 산업(농공)단지 경영활성화

3162 씨감자 채종단지 운영 3282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축산기술연구센터 31A1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지식산업과 3241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31A2 강원도형 축산인프라 확충 3242 바이오산업 육성

31A3 축산품질 향상 시험·연구 3243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축위생시험소 31B1 가축전염병 방역 3244 과학기술 산업기반 조성

31B2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탄광지역개발과 3291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가축위생동부지소 31C1 가축전염병 방역 3292 탄광지역 가치 제고

31C2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3293 비축무연탄 관리

가축위생남부지소 31D1 가축전염병 방역 투자유치단 32J1 투자유치 활동 전개

31D2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32J2 전략적프로젝트 개발

가축위생중부지소 31E1 가축전염병 방역  건설방재국

31E2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지역도시과 2411 지역균형개발

가축위생북부지소 31F1 가축전염병 방역 2412 특성화·차별화된 도시개발

31F2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주택지적과 2431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산림개발연구원 3331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2432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

3332 시험·연구활동 강화 2441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운영

3333 화목원·산림박물관 운영 2442 토지정보화 추진

 산업경제국 2443 지리정보화 추진

경제정책과 3211 재래시장 환경개선 도로교통과 3361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3212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3362 지방도 정비

3221 청년·대학생 실업대책 3363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3222 신노사문화 정착지원 341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231 민생 에너지 수급·관리 3412 대중교통 재정지원

3232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 재난관리과 3351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기업지원과 3261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3352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

3262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지원 3353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방재복구과 3341 효율적 물 관리 4262 긴급대응체계 운영

3342 재해예방 강화 4263 안전문화생활 정착

도로관리사업소 3371 지방도 유지보수 태백소방서 427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3372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4272 긴급대응체계 운영

3373 운행제한차량 감시·단속 강화 4273 안전문화생활 정착

도로관리강릉지소 3381 지방도 유지보수 속초소방서 428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3382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4282 긴급대응체계 운영

3383 운행제한차량 감시·단속 강화 4283 안전문화생활 정착

도로관리태백지소 3391 지방도 유지보수 삼척소방서 429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3392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4292 긴급대응체계 운영

3393 운행제한차량 감시·단속 강화 4293 안전문화생활 정착

도로관리북부지소 33A1 지방도 유지보수 홍천소방서 42A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33A2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42A2 긴급대응체계 운영

33A3 운행제한차량 감시·단속 강화 42A3 안전문화생활 정착

 소방본부 영월소방서 42B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소방행정과 4211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42B2 긴급대응체계 운영

4212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42B3 안전문화생활 정착

4213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정선소방서 42D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방호구조과 4221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42D2 긴급대응체계 운영

4222 긴급대응능력 강화 42D3 안전문화생활 정착

4223 안전문화생활 정착 철원소방서 42C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춘천소방서 423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42C2 긴급대응체계 운영

4232 긴급대응체계 운영 42C3 안전문화생활 정착

4233 안전문화생활 정착  미래기획단

원주소방서 424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미래개발과 1271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4242 긴급대응체계 운영 1281 지역발전 핵심사업 개발

4243 안전문화생활 정착 1282 미래전략산업 육성

강릉소방서 425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12B1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

4252 긴급대응체계 운영 혁신분권과 12A1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4253 안전문화생활 정착 12A2 혁신문화 정착

동해소방서 4261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12A3 지역혁신 활성화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12A4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북부농업시험장 31W1 건강·기능성 작목개발

12A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1W2 소득작목개발 연구

 동계올림픽유치단 고원농업시험장 31X1 신 소득작목 연구개발

국제행사과 2171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31X2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2172 경기장 인프라 확충 미래농업교육원 31Y1 교육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원 31Y2 농업분야별 전문성강화

농업기술원 31M1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12I1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1M2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12I2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31M3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12I3 교육연구실 운영

31M4 농업기술원 시설환경 개선 22C1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31N1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22C2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31N2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 22D1 수질보전 강화

31O1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22D2 대기보전 강화

31O2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연구 22D3 폐기물 등 오염도검사

31P1 농촌지도기반 확충 22D4 동부지원 운영

31P2 농업홍보와 지도공무원 능력제고 2191 우수신입생 유치

31P3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2192 학생 후생복지 지원

31P4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2193 교수 학습능력 지원

31Q1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2194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1Q2 청정강원 농업기술 지원 2195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31R1 농촌활력화 증진 21A1 유능한 해기사양성

31R2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지원 21A2 학과별 실험·실습지원 강화

농산물이용시험장 31S1 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환동해출장소

31S2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 환동해출장소 31G1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옥수수시험장 31T1 옥수수 품종 육성 31G2 어촌 생활기반 확충

31T2 옥수수 재배법 개선 31G3 신지식 어업인 육성

31T3 옥수수 종자생산 31G4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산채시험장 31U1 강원 산채 육성 31H1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31U2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 31H2 기르는어업 육성

해안농업시험장 31V1 관광·수출농업 활력화 31H3 내수면 자원조성

31V2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 31H4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쪽 쪽구          분 세             항구          분 세             항

31I1 어업생산활동 지원

31I2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

31I3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

31J1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31J2 연안생태계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31J3 해양관광·레저인프라 구축

31J4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조성

수산자원연구소 31K1 생산업무 지원

31K2 시험연구 개발

내수면개발시험장 31L1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31L2 시험장시설 현대화

 공  통
5111 지방채상환

5211 제지출금

5311 징수교부금

5411 예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