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사고이월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26건) 204,880,032,610 183,891,323,700 165,334,302,360 19,670,144,540 19,875,585,710

기획관실 일반행정
강원도 대표브랜

드 개발 연구용역비 80,000,000 63,000,000 31,500,000 31,500,000 17,000,000
브랜드 자문단의 추가 과업제시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추가소요

기획관실 일반행정
수도권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의 체

계적 대응
공공운영비 450,000,000 450,000,000 50,000,000 400,000,000

3개시도(강원,울산,경북)가 부담금을 일괄 집행할 계
획이었으나 용역진척에 따라 분할 납부결정에 따른 집
행시기 미도래

정보화담당관실 일반행정 정보통신 민원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60,000,000 56,936,110 56,936,110 3,063,890

200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16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통합발주 지연

국제행사과 체육 크로스컨트리 경
기장 건설(국고)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800,000,000 3,800,000,000 1,900,000,000 1,900,000,000
준공에 앞서 국제 자문위원회 기술자문 위원들의 현지
 점검결과, 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 보완사항
 수행기간 소요

국제행사과 체육
강원평창 스키점
프 경기장 건설(

국고)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1,700,000,000 41,700,000,000 37,100,000,000 4,600,000,000
준공에 앞서 국제 자문위원회 기술자문 위원들의 현지
 점검결과, 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 보완사항
 수행기간 소요

관광진흥과 관광 DMZ박물관시설 관
리운영

기본조사설계비 80,800,000 78,900,000 1,400,000 77,500,000 1,900,000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보고회시 제기된 수정
·보완사항과 추가 과업으로 국·내외 폭넓은 사례조
사 기간 필요

산림관리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국고) 시설비 21,968,225,030 18,794,986,510 16,549,918,440 2,245,068,070 3,173,238,52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반대 민원 및 용출수 발
생 드에 따른 공사지연

산림관리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국고) 감리비 540,015,000 414,264,000 213,695,000 200,569,000 125,751,0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반대 민원 및 용출수 발
생 드에 따른 공사지연

산림관리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국고) 시설부대비 165,363,000 92,842,800 92,842,800 17,593,000 54,927,2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반대 민원 및 용출수 발
생 드에 따른 공사지연

산림개발연구원 임업ㆍ산촌 도유림 경영관리
 및 운영

시설비 599,000,000 584,972,220 498,886,390 88,565,000 11,548,61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계획 
승인 및 타당성 평가위원 일정 차질 등 으로 사업수행
기간 부족

지식산업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강원전략산업 마
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00,000,000 95,000,000 48,000,000 47,000,000 5,000,000

정부 광역경제권 정책과제에 강원도 사업반영을 위한 
기간연장 필요

청정에너지정책
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국산풍력발전 시범
사업추진(국고) 시설비 5,797,500,000 5,211,949,170 2,862,600,000 2,934,900,0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산풍력발전기 인증획득 및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청정에너지정책
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국산풍력발전 시범
사업추진(국고) 감리비 72,600,000 33,300,000 39,300,0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산풍력발전기 인증획득 및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도로교통과 도로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감리비 659,326,960 610,826,960 567,430,860 51,896,100 40,000,000

장기계속공사로 자재인상 등으로 공정지연에 따른 감
리준공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신매~오월간 도
로 확.포장공사(

국고)
시설부대비 70,000,000 67,730,800 67,730,800 2,269,200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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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과 도로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20,773,811,000 10,400,117,700 10,400,117,700 352,452,480 10,021,240,820

장기계속공사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장기소요

도로교통과 도로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감리비 631,000,000 283,000,000 144,000,000 140,000,000 347,000,000

장기계속공사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장기소요

도로교통과 도로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6,594,946,000 6,594,946,000 6,578,493,030 16,452,970

장기계속공사로 자재대 인상에 따른 업체 납품지연으
로 납품기간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터널화 

추진 시설비 17,267,000,000 17,266,999,180 17,186,787,180 80,212,000 820
장기계속공사로 자재대 인상에 따른 업체 납품지연으
로 납품기간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터널화 

추진 시설부대비 121,793,170 118,506,720 118,506,720 3,276,500 9,950
장기계속공사로 자재대 인상에 따른 업체 납품지연으
로 납품기간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추진 토지매입비 454,447,080 444,592,920 444,592,920 9,854,160
장기계속공사로 보상협의 및 자재대 인상에 따른 업체
 납품지연으로 납품기한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추진 시설비 48,196,421,910 47,628,220,010 47,544,673,010 551,498,800 100,250,100
장기계속공사로 보상협의 및 자재대 인상에 따른 업체
 납품지연으로 납품기한 미도래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로 재해복

구 추진 시설비 29,961,182,770 27,415,235,210 25,618,385,210 4,342,797,56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
장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소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로 재해복

구 추진 시설부대비 61,825,600 50,943,100 50,943,100 10,882,5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
장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소요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항공대 시설

장비보강
자산및물품취득

비 4,662,455,090 1,662,000,290 121,045,200 1,540,955,090 3,000,454,800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방헬기 외주제작 장기소요
(580일)

환동해출장소 해양수산ㆍ어촌
홍해삼종묘생산

시설(국고) 감리비 12,320,000 5,354,000 5,354,000 6,966,000
사업부지변경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사업수행기간 장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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