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448,523,639 261,683,743

5,037,129      2,632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계 5,037,129 2,632                       유사상표 심사 및 등록, 상표출원 등에 장시간

 - 범이곰이 캐릭터 상표출원등록 대행용역 201-01 5,037,129               2,632                       소요 (약10개월)   * '용역마감 예정일 : '21.1월

1,014,134      395,855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계 352,134 167,855        여성전용 체력단련실 위치인 제2청사 리모델링

 -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401-01 260,886         127,231         공사 중으로 청사 준공 후 착공 예정

401-02 1,248            624              (~'21.3월)

401-03 90,000           40,0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계 70,000          70,000          착공시기 지연('20. 11.)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기능보강 401-01 50,000           50,000         

405-01 20,000           20,000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계 344,000        10,000         이주부지 임차인 영농에 따른 농작물 수확후

 -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401-01 344,000         10,000          사업추진으로 지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계 248,000        148,000        토목설계 추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시설개선 지원 402-01 248,000         148,000         ('20.3월~'21.12월)

5,419,756      1,599,625    

지역발전정책 추진 계 135,000                  52,521                  준공기간 미도래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207-01 135,000                  52,521                  ('20.3.30.~'21.1.29.)

명시이월사업 조서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대변인실

도정홍보 기획·지원

도이미지 제고 홍보

총무행정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복지 증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복지 증진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기획조정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지역발전 기반구축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소규모시설 재해복구(국고) 계 4,694,756               1,193,144             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 국비(행정안전부)

 -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403-01 4,694,756               1,193,144             교부 지연     * 자금없는 이월

지속가능정책 추진 계 90,000                    81,000                  준공기간 미도래

 -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연구용역 207-01 90,000                    81,000                  ('20.7.30.~'21.1.29.)

청사관리 및 운영 계 500,000                  272,96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종료

 -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401-01 500,000                  272,960                기간 미도래('20. 10. ~ '21. 8.)

88,180          88,180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계 88,180 88,180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연

405-01 88,180                    88,180                  (조달청-국내 제조업체(4개) 단말기 협상 지연)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직접)(국고) 계 17,585,000 7,436,000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설계검토 심의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1-01 17,545,000             7,430,000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401-03 40,000                    6,000                    ※원주본소 1지구, 강릉지소 2지구, 태백지소 3지구, 북부지소 5지구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비(국고) 계 36,050,597 15,401,271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지연

 -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403-01 36,050,597             15,401,271           * 자금없는 이월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계 3,000,000               3,000,000             추경예산 신규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소요 및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01-01 2,989,200               2,989,200             구축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

401-03 10,800                    10,800                  ※ 원주본소 14지구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도직접)(국고) 계 1,000,000               1,000,000             4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광역거점센터 임대계약

 - 광역거점센터 201-01 1,000,000               1,000,000             위한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계약기간 : '21. 1월~'22. 12월)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지속가능정책 추진

효율적인 재산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재난안전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재난 안전 상황 시스템 전문화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재해경감·복구능력 강화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재해경감·복구능력 강화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방재·구호 역량강화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900,000        800,000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계 200,000 200,000                용역기간 미도래

 - 2025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07-01 200,000                  200,000                ('20.8월 ~ '21.3월)

저탄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계 70,000 70,000                  용역기간 미도래

 - 저탄소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207-01 70,000                    70,000                  ('20.7.15. ~ '21.1.14.)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계 180,000 80,000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207-02 180,000                  80,000                  ('20.9.11.~ '21.2.8.)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국고) 계 450,000 450,000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 접속도로 체계개선 403-01 450,000                  450,000                * 자금없는 이월

9,000,000      1,866,000    

청년일자리 창출 계 9,000,000 1,866,000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구직활동 지원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301-12 9,000,000               1,866,000             하반기 추가모집 시행으로 지원기간 부족

    (추가모집 기간 : '20. 10월~'21. 3월)

415,000        409,000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국고) 계 15,000 9,000 센터건립 장기 소요에 따른 현장감독 수행

 -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401-03 15,000                    9,000                    및 준공식 필요예산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계 400,000 400,000                중도개발공사의 주차장 조성부지 성토 등

401-01 400,000                  400,000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20.12월 업체 선정 및 용역 착공)

4,140,000      4,123,200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계 70,000 58,200                     용역 수행 계약기간(‘20.11.10 ~ ‘22.1.9.)에

 -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207-01 70,000                    58,200                     따른 사업비 이월

첨단산업국

전략산업육성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문화관광체육국

강원관광 역량강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일자리국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청년일자리 취업지원

글로벌투자통상국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저탄소산업 육성

빅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보수 계 50,000 50,000                  선수숙소 시설 개보수 공사로, 선수 주거관계로

 -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보수 401-01 50,000                    50,000                  공사시기 조정 ('20.11월~'21.1월)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국고) 계 4,020,000 4,015,000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설계사 입국제한으로

 -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401-01 4,000,000               4,000,000                 기술검토(현장확인, 측량 등) 지연

401-03 20,000                    15,000                  

12,516,652    6,750,558    

화강 쉬리공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수해복구 지원 계 458,449 222,317                국비(농림축산식품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화강 쉬리공원 수해복구 지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403-01 458,449                  222,317                ※ 305,633천 원 중 157,422천 원 착금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계 366,106                  366,106                저장성 품목인 감자의 특성상 당해 년도 생산분이

 -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사업 307-02 366,106                  366,106                익년 5월까지 출하되므로 생산년도분 물량의
소진시점까지 수급조절기간 산정(농림축산식품

부)
('20년도 사업기간 : '20. 6월 ~ '21. 5월)

태풍피해 관련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국고) 계 5,928,097               4,662,135             국비(농림축산식품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태풍피해 관련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 403-01 5,928,097               4,662,135             ※ 4,139,755천 원 중 1,265,962천 원 착금

배수개선(국고) 계 4,673,000               1,173,000             국비(농림축산식품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배수개선 402-02 4,673,000               1,173,000             ※ 4,673,000천 원 중 3,500,000천 원 착금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 107,000                  107,000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401-01 107,000                  107,000                도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에 장기간 소요

('20. 4.~10월)로 용역 발주 지연, 용역 계획 변경

(당초) '20. 5~12월 → (변경) '20. 11~'21. 4월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계 33,000                    22,000                  '22년까지 수질조사 4회, 경관조사 2회 추가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401-01 33,000                    22,000                  예정에 따라 '20년 미지출분 이월 필요

 체육기반시설 확충

대회관련시설 조성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

농정국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농촌관광기반 확충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축산물 기반 구축

반려동물 보호·관리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씨감자 안정적 생산(감자원종장)

식량작물경쟁력제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생산기반조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농업생산기반조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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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반구축(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계 951,000                  198,000                망실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자동수확기 부재로

 - 농업용기계구입 405-01 951,000                  198,000                해외제품 수입, 구조변경 후 현장 운용 및 시연 필요

* 기 계약분 '21. 1월 납품 및 '21년 2대 추가 구입 예정

37,698,887    24,195,638   

임산물 관광자원 사업화(전환) 계 1,400,000 1,028,790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 '20. 6월 ~ '21. 6월)

 -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전환) 401-01 1,374,190               1,004,980             관련 인·허가 협의 지연

401-02 20,810                    20,810                  

401-03 5,000                      3,000                    

숲속야영장 조성(국고) 계 2,000,000               2,000,000             절대공기 부족(1차분 : ‘20. 9월 ~ ’21. 8월)

 - 숲속야영장 조성 401-01 1,949,917               1,949,917             건축허가 협의 지연

401-02 43,083                    43,083                  

401-03 7,000                      7,000                    

산악관광 활성화 계 2,000,000               1,987,358             절대공기 부족(1차분 : ‘20. 9월 ~ ’21.10월)

 -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치유의 숲) 401-01 1,918,552               1,911,110             관련 인·허가 협의 지연

401-02 74,248                    74,248                  

401-03 7,200                      2,000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계 1,006,000               927,568                절대공기 부족(1차분 : ‘20. 9월 ~ ’21. 2월)

 -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401-01 1,000,000               924,568                관련 인·허가(건축,농지) 협의 지연

401-03 6,000                      3,000                    

강원세계산림엑스포추진 계 800,000 769,400                국제행사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 기본 및 실시설계 401-01 800,000                  769,400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계 13,561,010 825,322                여름철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공사 착공

 -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사방시설 조성 401-01 13,093,010             810,322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401-02 468,000                  15,000                   ('20. 11월 ~ '21. 5월)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씨감자 안정적 생산(감자원종장)

산악관광업무 추진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악관광업무 추진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

녹색국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림자원소득화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림문화·휴양 창달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림재해예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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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국고) 계 7,384,408               7,384,408             국비(산림청)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403-01 7,384,408               7,384,408             

집중호우 피해 육상쓰레기 처리(국고) 계 220,000 220,000                국비(환경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집중호우 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308-01 220,000                  220,000                

자원순환센터 설치 추진 계 20,000 19,000                  사업기간 미도래(‘21.4월 완료 예정)

 - 강원도 전자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207-01 20,000                    19,000                  ('20.10.22.~'21.4.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계 200,000 117,500                사업기간 미도래('21.3월 완료 예정)

 - 제2차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 수립 207-01 200,000                  117,500                ('20.5.18.~'21.3.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용역 계 150,000 118,513                사업기간 미도래('21.1월 완료 예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207-01 150,000                  118,513                (‘20.4.28~’21.1.2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부관리계획 용역 계 180,000 88,500                  사업기간 미도래('21.1월 완료 예정)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세부관리계획 수립용역 207-01 180,000                  88,500                  ('20.4.1.~'21.1.31.)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 계 300,000 231,810                사업기간 미도래('21.7월 완료 예정)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207-01 300,000                  231,810                ('20.7.31~'21.7.30.)

8월 집중호우 상수도시설 재해복구(국고) 계 6,617,795 6,617,795             국비(환경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 403-01 6,617,795               6,617,795             

태풍피해(마이삭, 하이선) 상수도시설 재해복구(국고) 계 1,859,674 1,859,674             국비(환경부)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

 - 상수도시설 태풍피해 복구 403-01 1,859,674               1,859,674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대기환경 보전

오염배출시설관리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

산림재해예방지원

생활환경 개선

재난폐기물 처리

환경산업육성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국 도립공원 관리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수질환경개선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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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09,225   177,503,238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 132,400                  65,900                  연구용역 계약 착수금(50%) 지급

 -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7-01 132,400                  65,900                  * 사업기간 : '20. 5월 ~ '21. 4월

* 용역완료 시 정산금 지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고) 계 20,206,832             6,062,050             11월 1차 교부금(70%) 지급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3-01 20,206,832             6,062,050             개별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차수별 교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7,940,000 6,077,323             미보상용지(24필지) 협의 지난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7,399,000               5,893,76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 중)

 - 공사 감리 401-02 531,000                  180,090                * 사업기간 : '16. 12월 ~ '22. 2월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3,470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14,260,000 8,905,000             사업계획 변경(2차로→4차로)에 따른 도로구역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13,904,000             8,904,000             결정 고시 등 인허가 협의 지연 및 도로확장

 - 공사 감리 401-02 346,000                  -                            구간 보상협의 지연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1,000                    * 사업기간 : '18. 2월 ~ '23. 2월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1,115,000 693,531                용지보상 기간 소요로 실착공 지연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500,000                  500,000                (착공일 '20. 7. 28.)

 - 공사 감리 401-02 200,000                  185,100                * 사업기간 : '20. 7월 ~ '26. 6월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8,431                    

 - 토지보상 위탁운영 403-02 405,000                  -                            

강원도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계 200,000 197,650                지방도 노선체계 정비계획용역 준공시기

 - 지방도로망정비계획 수립 용역 401-01 199,000                  197,650                미도래

 - 용역추진 부대비 401-03 1,000                      -                            * 사업기간 : '20. 7월 ~ '21. 9월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계 8,000,000 670,112                교차로 개설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7,525,000               660,000                민원발생 등 사업계획 변경

 - 공사 감리 401-02 465,000                  112                       * 사업기간 : '11. 12월 ~ '20. 11월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10,000                  

 도로교통망확충

건설교통국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주거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주거생활환경개선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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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계 2,000,000 228,230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준공시기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1,997,000               227,730                미도래

 - 공사 부대비 401-03 3,000                      500                       * 용역기간 : '19. 6월 ~ '21. 1월

병지방~율동간 지방도 확포장 계 700,000 272,472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697,000                  269,472                * 용역기간 : '19. 6월 ~ '21. 5월

 - 공사 부대비 401-03 3,000                      3,000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계 1,000,000 202,516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999,000                  201,516                * 용역기간 : '20. 6월 ~ '22. 3월

 - 공사 부대비 401-03 1,000                      1,000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계 100,000 96,155                  도로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시기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99,000                    96,155                  미도래

 - 공사 부대비 401-03 1,000                      -                            * 용역기간 : '19. 3월 ~ '21. 1월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계 4,900,000 500,000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 및 공사비 401-01 1,500,000               500,000                * 용역기간 : '20. 10월 ~ '21. 1월

 - 지방도로 재구조화 위탁운영 403-02 3,400,000               -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계 96,000 75,501                  용역수행 준공기한 미도래

 - 지방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207-01 96,000                    75,501                  * 용역준공 : '21. 9월 예정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7,583,334 602,431                보상 및 군부대 이전시설 추진 지난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7,233,334               583,931                * 사업기간 : '17. 7월 ~ '22. 10월

 - 공사 감리 401-02 340,000                  13,50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5,000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1,132,856 929,356                행정절차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822,856                  822,856                * 사업기간 : '18. 4월 ~ '25. 12월

 - 공사 감리비 401-02 100,000                  100,00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6,500                    

 - 토지보상 위탁운영 403-02 200,000                  -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계 4,050,000 1,740,000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4,050,000               1,740,0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국고) 계 1,120,000 320,465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 401-01 1,120,000               320,465                

도로 재해복구(도)(국고) 계 20,466,317 20,466,317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이후 행정절차

 - 지방도 호우피해(7.28~8.11.) 복구 401-01 8,018,558               8,018,558             및 실시설계 등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지방도 태풍피해(마이삭 및 하이선) 복구 401-01 12,200,759             12,200,759          * 국고보조금 일부 교부

 - 공사 감리 401-02 200,000                  200,000                

 - 공사 부대비 401-03 47,000                    47,000                  

도로 재해복구(도)(자체) 계 1,348,477 1,348,477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이후 행정절차

 - 지방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401-01 1,344,477               1,344,477             및 실시설계 등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공사 부대비 401-03 4,000                      4,000                    

도로 재해복구(시군)(국고) 계 51,538,770 18,382,702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이후 행정절차

 - 시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7.28.~8.11.) 복구 403-01 24,943,225             16,518,322          및 실시설계 등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시군도·농어촌도로 태풍피해(마이삭 및 하이선) 복구 403-01 26,595,545             1,864,380             * 국고보조금 일부 교부

지방하천정비(계촌천)(전환) 계 6,000,000 3,441,261 편입용지 및 지장물 미보상에 따른 공사 지난,

 - 계촌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5,490,000 3,065,695 4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500,000 366,800 * 사업기간 : '20. 4월 ~ '21. 7월

401-03 10,000 8,766 

 도로교통망확충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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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계 561,200 561,200 부산청 권역별(안동댐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

 - 철암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255,200 255,200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추진 순연

401-02 300,000 300,000  * ‘21년 공사 착공 후 이월액 집행예정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계 3,000,000 2,355,862 편입용지 및 지장물 미보상에 따른 공사 지난,

 - 석항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2,694,000 2,162,362 1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300,000 187,500 * 사업기간 : '20. 6월 ~ '21. 6월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계 3,000,000 2,859,307 편입용지 및 지장물 미보상에 따른 공사 지난,

 - 두미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2,694,000 2,621,749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300,000 231,900 * 사업기간 : '20. 6월 ~ '21. 6월

401-03 6,000 5,658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계 2,000,000 1,891,84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

 - 남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1,694,000 1,694,000 설계용역 준공 순연으로 '20. 11월 공사착공에 

401-02 300,000 192,000 따른 절대공기 부족

401-03 6,000 5,844  * 사업기간 : '20. 11월 ~ '21. 11월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계 2,000,000 1,894,155 1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상남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1,694,000 1,674,255 * 사업기간 : '20. 11월 ~ '21. 11월

401-02 300,000 213,900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계 3,000,000 2,744,694 편입용지 및 지장물 미보상에 따른 공사 지난,

 - 물치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2,694,000 2,539,268 1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300,000 199,500  * 사업기간 : '19. 12월 ~ '21. 2월

401-03 6,000 5,926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계 506,000 368,187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어론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500,000 362,495 * 용역기간 : '20. 5월 ~ '21. 5월

401-03 6,000 5,692 

 

지방하천정비(마읍천)(전환) 계 606,000 370,819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600,000 364,926 * 용역기간 : '20. 5월 ~ '21. 5월

401-03 6,000 5,893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계 1,500,000 865,394 하천기본계획수립 관련 수자원위원회 심의 등

 - 지방하천 기본계획 401-01 1,500,000 865,394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계 300,000 300,000 1차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401-01 300,000 300,000 * 용역기간 : '20. 11월 ~ '22. 4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국고) 계 43,320,692 37,753,062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및 국고보조금

 - 8월 호우 피해 복구비(지방하천) 403-01 43,320,692 37,753,062 교부 지연('20. 10월말)에 따른 사업비 이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국고) 계 38,472,608 25,868,738 

 - 8월 호우 피해 복구비(소하천) 403-01 38,472,608 25,868,738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배정잔액 이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국고) 계 27,139,739 24,843,027 피해 복구계획 확정('20. 9월) 및 국고보조금

 - 태풍 피해 복구비(지방하천) 403-01 27,139,739 24,843,027 교부 지연('20. 11월중)에 따른 사업비 이월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개최 계 49,500 49,500 코로나19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중대본)

 - 지역 특화모델 발굴을 위한 해커톤 대회 201-03 44,000                    44,000                  에 따라 용역일시정지 중('20. 8. 6. ~)

301-12 5,500                      5,500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 강화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계 277,500                  200,000                제설용 소금 구입을 위한 계약 추진 중,

 - 긴급응급복구용자재 206-01 277,500                  200,000                계약상대자 사정에 의한 납품지연

* 납품예정일 : '21. 1월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계 866,000                  450,000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인허가 기간 등 

 - 위험도로 개량 401-01 866,000                  450,000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황둔지구 : '20 .10월 ~ '21. 4월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계 5,320,000               2,850,000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인허가 기간 등

 -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401-01 5,320,000               2,850,000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양촌교 : '20. 10월 ~ '21. 3월

* 지정대교, 중방대교 : '20. 12월 ~ '21. 11월

700,000        374,000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계 28,849,079 17,112,546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모객형 행사

 - K-POP 평화배틀 201-03 700,000                  374,000                추진 애로

행사 참가 대상인 군장병 외출·외박 자제로

대회참가자 모집 불가

17,576,600    7,736,573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계 10,090,000 447,614                산불진화차 제작기간(15개월) 장기 소요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405-01 10,090,000             447,614                ('20.4.17.~'21.7.11.)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 계 7,000,000 6,850,859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401-01 6,937,000               6,789,489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접수 등 기간 소요

401-03 63,000                    61,370                  ('21. 3월 준공 예정)

상황분석업무 활성화 계 485,000 436,500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화 컨설팅 추진

 -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 207-02 335,000                  286,500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405-01 150,000                  150,000                ('20.12월~'21.5월)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 교통망 정비

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 활성화

문화행사 기반조성

소방본부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긴급대응능력 강화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계 1,600 1,600                    갑천지역대 신축 공사 장기소요에 따른

 - 갑천지역대 통신장비 이전 공사 401-01 1,600                      1,600                    통신장비 이전 공사 지연

사업 완료('21. 6월 예정) 후 통신장비 이전 추진

10,162,479    8,636,438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계 7,000,000 5,660,763             가진항, 문암2리 초곡항 용역 및 공사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401-01 6,982,000               5,644,763             준공기간('21.6월예정) 미도래

401-03 18,000                    16,000                  

지방어항 유지보수 계 585,617                  438,454                소돌항 물양장 보강공사 준공기간

 - 지방어항 보수보강 401-01 581,264                  435,718                ('21.2월예정) 미도래

401-03 4,353                      2,736                    

지방어항 재해복구사업(국고) 계 376,862                  376,862                4차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오호항, 가진항 재해복구사업 403-01 376,862                  376,862                ('21.1월~12월)      * 자금없는 이월

양식기술 기반구축(국고) 계 1,200,000 1,160,359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기간 장기소요

 - 양식기술 기반구축 401-01 1,180,000               1,140,359             ('20. 9월~'21. 3월)

401-02 20,000                    20,000                  코로나19로 인한 외산 기자재(부화기 등)

구입 장기화

연안정비(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국고) 계 1,000,000               1,000,000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207-01 1,000,000               1,000,000             '19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추진중으로

('20.2.27.~'21.2.25.) '19년 용역 완료후 추진

('21.2.26.~'21.12.31.) 추진계획

410,000        365,535       

북평지구 개발 추진 계 350,000 305,535                배수시설 실시설계(~'20.11월) 기간 소요 및

 - 산업단지지구 장기임대단지 조성 401-01 350,000                  305,535                동절기 공사 중지 예정  ※ 공사기간(~'21.4월)

북평 및 옥계지구 기반조성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기르는 어업 육성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환동해본부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확충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확충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횡성)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소방안전특별회계)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 계 60,000 60,000                  용역 기간('20.6.18~'21.2.16)에 따라 준공금

 - 옥계지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401-01 60,000                    60,000                  21년 집행 예정으로 이월 필요

북평 및 옥계지구 기반조성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