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소관실국] 동계올림픽본부

○ 친환경+경기+선수중심의 경기장 및 진입도로건설
○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올림픽 대회기반 구축 및 운영
○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및 무브먼트 확산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5 4 14,037

올림픽 기능과 관광 ․ 문화 ․ 주거 기능이 
융‧복합된「올림픽 명품도시」조성

2 2 3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모색, 개․폐회식장 편입부지 확보 2 1 51,125

국제공인인증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 1 3 208,269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대회관련시설 
조성 2 2 50,727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3 6 17 50 88

총괄기획과 16 2 4 10 24
총괄기획팀,대외협력팀,홍보마케팅팀,
올림픽붐조성팀, 올림픽참여지원팀, 
스포츠행사팀

특구육성과 9 1 2 6 9 특구기획팀, 특구개발팀

시설관리과 14 1 3 10 14 시설기획팀, 사후활용팀, 시설지원팀

설상시설과 18 1 4 13 21 설상1팀, 설상2팀, 기반시설팀, 
생태환경팀

빙상시설과 16 1 4 11 20 빙상관리팀, 빙상1팀, 빙상2팀, 설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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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35,201 100.00 % 485,630 100.00 % △150,429 △30.98%

정책사업 324,190 96.72 % 478,523 98.54 % △154,334 △32.25%

행정운영경비 171 0.05 % 171 0.04 % △1 △0.5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71 0.05 % 171 0.04 % △1 △0.51%

재무활동 10,841 3.23 % 6,935 1.43 % 3,906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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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신문사 및 방송사)
○ 동계올림픽 붐 조성
○ 드림프로그램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및 서포터즈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신문사 및 방송사 언론홍보 
횟수(회) 일반 20

목표 4 4 12 동계올림픽 
홍보횟수

언론진흥재
단 계약의뢰 
문서실적 23 14

드림프로그램 참가국(개) 일반 20
목표 35 40 45 55 드림프로그램 

참가국수 참가국
실적 42 44

동계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명) 일반 20

목표 1,200 1,250 1,300 동계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참가자수 참가인원

실적 1,551 1,500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명) 일반 20

목표 0 1,500 13,500 서포터즈 모집 및 
참여 인원

모집신청
명단실적 0 1,957

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명) 일반 20

목표 0 0 2,200 자원봉사 모집 및 
참여 인원

교육이수
명단실적 0 0

○신문사 및 방송사 언론홍보 횟수

-중앙지 및 지방지 행정광고 횟수 및 방송사 스팟광고 방영횟수

○드림프로그램 참가국

-저개발국 드림프로그램 참가자 수 및 참가국 수

○동계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활성화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단체수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

-서포터즈 모집 신청 인원수

○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 모집 인원중 교육이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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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올림픽 기능과 관광 ․ 문화 ․ 주거 기능이 융 ․ 복합된「올림픽 
명품도시」조성

〇 동계올림픽 특구조성 기반정비 구축
〇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사업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동계올림픽 특구조성 
기반정비 구축(%) 핵심 50

목표 100 100 100 100 100 특구종합계획의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계획 
추진율/(추진실적/
계획) × 100

부처 
협의자료(공
문),각종 
회의서류,특
구 변경계획 
성과물

실적 100 100

동계올림픽 특구 민자사업 
개발(%) 일반 50

목표 100 100 100 100 100 특구 조성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ㆍ추진율/(추
진실적/계획) × 
100

특구개발사
업 신청,부처 
및 실과 
협의자료,실
시계획 승인 
서류

실적 100 100

○동계올림픽 특구조성 기반정비 구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동계올림픽 특구 민자사업 개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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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모색, 
개․폐회식장 편입부지 확보

○ 친환경, 선수․경기중심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 추진
○ 사후활용 방안을 반영한 경기장 건설 추진 
○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폐회식장 편입부지 확보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올림픽프라자조성 
사업부지 확보(%) 일반 50

목표 0 30 100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 확보면적 
(확보대상 
전체면적 
:247,122㎡)

올림픽프라
자 조성사업 
편입부지 
확보(임차, 
매입, 교환 
등)서류

실적 0 30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운영주체 결정(개, %) 일반 50

목표 7 1 2 2

① 관리운영 
주체결정 개소수
② 사후활용 방안 
수립 : (추진실적 / 
시설별 
사후활용방안 
마련) × 100

시설별 
관리․운영 
협약식 및 
계획서/사후
활용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시설별 
활용방안 
검토 및 
확정(결제문
서)

실적 0 1

○올림픽프라자조성 사업부지 확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 의결(강원도 부지확보)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운영주체 결정

-시설별 사후관리운영 주체 결정/시설별 사후활용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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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국제공인인증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신설 경기장 건설 2(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 기존 경기장 보완 2(보광 스노 경기장, 용평 알파인 경기장)
○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16(기존 9개 구간, 신설 7개 구간)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건설추진(%) 일반 0

목표 37.5 65.5 100
공정률 주간공정보

고실적 49.2 79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건설추진

-계획대비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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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대회관련시설 조성

○ 신설 경기장 건설 4(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 하키 센터, 관동 하키 센터)
○ 기존 경기장 보완 1(강릉 컬링 센터)
○ 경기장 건설 현장 점검 및 관련회의 개최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5 '16 '17 '18 '19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공사 추진(%) 일반 0

목표 0 37.6 97 100
목표대비 공정률 주간공정 

보고서실적 0 91

빙상경기장 국제인증 
추진(횟수) 일반 0

목표 0 3 3 국제경기연맹 
협의횟수

국제경기연
맹 협의 관련 
공문실적 0 15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공사 추진

-시공사 공정표 상 목표 공정률

○빙상경기장 국제인증 추진

-비드파일 및 IOC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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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주요내용

- 도내 언론 매체를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 신문광고 방송(TV, 라디오)광고
-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 팸플릿 및 홍보 기념품(뱃지 등) 제작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성공개최 기반 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성공개최 기반 조성 일반회계 3,210 3,179 4,601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595 465 470

2018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2,600 2,700 4,100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협의회 운영

15 14 5

테스트이벤트 개최 지원 0 0 26

사업명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사업내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동계올림픽 조형물(엠블렘, 마스코트) 제작 설치
‧ 동계올림픽 강원도운영본부 보고회, 개최도시운영(CTY)협의회 개최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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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8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출연기간 : 2013년 ~2018년(6년간)
‧ 출연내용 :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3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출연(출자)

지원조건 직접수행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 경비 지급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테스트이벤트 개최 지원

사업내용 대회별 행정운영본부「종합상황실」 운영

사업기간 2016년11월01일 ～ 2017년04월30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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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내실운영으로 IOC 약속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제고 및 평화올림픽 개최토대마련

- 동계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유도와 저변확대로 올림픽성공개최 지원 및 
  서포터스 운영

 ○ 주요내용

- 참가자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선수중심 아카데미와 초보자용 체험캠프 커리큘럼 별도 구성 및 운영

- 동계스포츠 강습회 및 캠프 운영 
  . 종목별 규모확대, 참가대상 다변화로 수혜인원 확대 

- 동계스포츠 동호회 활동지원
  . 직장별, 직능단체별 동호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일반회계 1,408 1,492 1,689 3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1,120 1,200 1,400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20 220 220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68 72 69

사업명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사업내용

‧ 기간 : 2017~2021 / 1~2월중(14일 이내)
‧ 장소 : 알펜시아, 강릉빙상장 등 강원도 일원
‧ 참가대상 : 45개국 180명 내외
‧ 주요내용 : 코치, 선수대상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 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 마스터클래스 개설
            / 설상산악마라톤대회 개최 / 알펜시아 시설 견학 / 문화탐방 / TV예능프로그램 유치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50%, 도 50%

시행주체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 886 -



사업명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 종목별 강습회 및 캠프운영,직장동호회 지원
 ․ 기간/장소 : 매년 4~12월(9개월) / 춘천․강릉빙상장,강원도일원
 ․ 대상/인원 : 초․중․고생 및 일반인, 동호회 등 총 200여명(종목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 45%, 후원금(강원랜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55%

시행주체 동계스포츠 종목 경기단체 및 도내 직장동호회

사업명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 종목별 체험(빙상 3종목 :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및 훈련
‧ 알펜시아 올림픽 경기시설 견학 및 종목체험
‧ 강연, 레크리에이션, 도내 투어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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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올림픽 열기 확산

 ○ 주요내용

- 시군 올림픽 붐업사업 지원
-「들썩들썩 평창원정대」 운영
- 올림픽 상징 조형물 및 테마거리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 일반회계 0 0 3,990 1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0 0 3,990

사업명 시군 올림픽 붐업사업 지원

사업내용 시군별 자체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자율사업)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70%, 시군 30%

시행주체 춘천시외 14개 시․군 지자체

사업명 「들썩들썩 PyeongChang 원정대」 운영

사업내용 대형차량 활용 이동 홍보관 운영, 대국민 올림픽 붐 조성 추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888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민중심 올림픽 붐업 조성과 자원봉사자의 올림픽 기간 중 개최도시의 지리, 경기장, 주요 관광지 및 교통안내를

  통한 성공개최 기여

 ○ 주요내용

- 서포터즈 모집 및 교육
- 서포터즈 운영(테스트이벤트 및 올림픽 기간)
-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 자원봉사 운영(테스트이벤트 및 올림픽 기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동계올림픽 참여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계올림픽 참여지원 일반회계 0 0 3,758 2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 0 0 1,835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 0 0 1,923

사업명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

사업내용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15,000명 육성 및 각종대회 참여 활용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02월28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 100% 
‧ 도 33.33%, 시군66.67%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및 시군 지자체

사업명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

사업내용 강원도 자원봉사자 2,200명 양성 및 운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02월28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 100% 
‧ 도 30% 시군 7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및 시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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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구조성 기반구축 및 신속한 특구개발로 

  특구지정 효과 조기 가시화

 ○ 주요내용

- 특구개발사업지구를 특구개발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변경(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특구개발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일반회계 14 30 25 1

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 14 30 25

사업명 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

사업내용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 업무추진 : 사무관리비(10,000천원), 국내여비(15,000천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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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른 공정성․투명성 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내용

- 특구개발 사업시행자 평가위원회 운영 및 사업시행자 선정 
- 특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일반회계 6 6 6 1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등 
운영

6 6 6

사업명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등 운영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및 기타 위원회 운영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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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계최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주요내용

- 올림픽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모색, 올림픽프라자(개폐회식장)조성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회관련 시설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대회관련 시설 지원 일반회계 39 29,935 4,953 3

동계올림픽 건설 추진 및 
관리

39 28 28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추진

0 35 25

기존경기장 시설 
보완(국고)

0 29,872 4,900

사업명 동계올림픽 건설 추진 및 관리

사업내용 경기장 3개소, 진입도로 9개소, 추가진입도로 7개소건설 추진 행정경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추진

사업내용 경기장 위수탁계약 등 사후활용 업무추진 및 올림픽 사후활용 세미나, 공청회 개최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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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존경기장 시설 보완(국고)

사업내용 기존경기장 시설 보완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75%, 도비 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강원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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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국제공인인증 설상경기장 건설

 ○ 주요내용

- 설상경기장 건설
 .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 보광 스노보드경기장
- 용평알파인 경기장 건설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설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설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일반회계 110,764 88,152 98,806 4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국고)

60,944 32,773 58,561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국고)

37,131 20,500 9,434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국고)

12,689 30,500 20,215

용평 알파인 경기장 
건설(국고)

0 4,379 10,596

사업명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활강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슬라이딩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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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용평 알파인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알파인(회전, 대회전), 파라스노보드(크로스, 슬라롬)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5%, 도비 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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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 주요내용

- 진입도로 기정 9개 노선, 추가 7개 노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일반회계 64,331 141,818 107,143 10

지방도408호(면온IC~보광
(국고)

14,714 13,520 8,291

군도13호(싸리재~용산)
(국고)

29,923 20,786 4,167

진부역 진입도로(국고) 16,693 36,000 3,643

군도12호(유천~용산)
(국고)

742 5,370 8,517

지방도456호
(월정3거리~차항)(국고)

137 21,428 15,467

진부IC~호명교(국고) 104 10,714 17,805

대관령우회도로
(차항~횡계)(국고)

427 10,000 15,724

선수촌~경기장(국고) 1,042 6,286 1,582

국도7호(강릉원주대~죽헌
교차로)(국고)

406 7,286 12,334

강릉역~경기장(국고) 143 10,428 19,613

사업명 지방도408호(면온IC~보광)(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선 및 확포장 L=5.48km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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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군도13호(싸리재~용산)(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선 및 확포장 L=4.15km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진부역 진입도로(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설 L=9.03km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군도12호(유천~용산)(국고)

사업내용 유천~용산 L=2.92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 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지방도456호(월정3거리~차항)(국고)

사업내용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건설 L=7.2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진부IC~호명교(국고)

사업내용 진입도로건설  L=2.65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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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대관령우회도로(차항~횡계)(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설 L=3.42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선수촌~경기장(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설 L=2.20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국도7호(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국고)

사업내용 진입도로건설 L=1.54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릉역~경기장(국고)

사업내용 도로개설 L=0.94km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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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지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월간공정회의, 대회관련 시설과 관련된 회의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설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설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일반회계 86 30 20 1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 운영

86 30 20

사업명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 운영

사업내용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관련 사무운영비, 여비,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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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빙상경기장 건설

 ○ 주요내용

- 신설 경기장 건설 4(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 하키 센터, 관동 하키 센터)
- 기존 경기장 보완 1(강릉 컬링 센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빙상경기장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빙상경기장 확충 일반회계 69,786 130,385 50,698 5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국고)

17,884 41,699 30,004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국고)

26,149 56,560 8,099

아이스하키Ι경기장 
건설(국고)

25,753 32,126 8,745

강릉빙상경기장 유지관리 0 0 2,150

올림픽 경기장 경관조명 0 0 1,700

사업명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강릉 아이스 아레나(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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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아이스하키Ι경기장 건설(국고)

사업내용 강릉 하키 센터(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25%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강릉빙상경기장 유지관리

사업내용 강릉빙상경기장 올림픽 대회 이전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올림픽 경기장 경관조명

사업내용 올림픽 경기장 경관조명 개선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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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

 ○ 주요내용

- 경기장 건설 현장 점검 및 관련회의 개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빙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빙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일반회계 133 30 29 1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추진 지원

133 30 29

사업명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추진 지원

사업내용 강릉 빙상경기장 건립 관련 기술자문․공인인증 관련 위원회 개최 및 빙상경기장 건립 관련 현장 점검 및 
관련 소요물품 구입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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