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377,677,592   128,091,312    105개 사업

4,922,000      4,759,466       1개 사업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계 4,922,000 4,759,466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완료기간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201-01 120,000                   120,000                    미도래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01-01 4,609,000                4,446,466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7월 ~ 12월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01-02 66,000                     66,000                       - 공사 추진 : '22. 2월 ~ 8월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01-03 27,000                     27,000                      

 - 강원도민회관 임차보증금 406-01 100,000                   100,000                    

679,700         112,740          2개 사업

계 500,000                   76,800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 완료기간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207-01 500,000 76,800                      미도래 2건

- 수도권 광역경제권 추진 기초조사('21. 11월~'22. 2월)

- 메타버스산업활성화기본계획수립('21. 11월~'22. 3월)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자문 및 검증 수수료 계 179,700 35,940 용역 준공('22.1.8.)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실시협약 201-01 179,700                   35,940                      

   변경을 위한 자문용역

27,971,825     12,042,963      4개 사업

2019 고성·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계 149,825 64,912                      사유시설 복구비 구상금 청구소송의 연내 종료

 - 고성·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201-01 149,825                   64,912                      불가(장기소요)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GIS기반 지능형 재난예·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계 500,000 500,000    하반기 교부로 인해 사업계획 조정 및 

 -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201-01 2,400                       2,400                           사전행정절차 이행, 계약대상자 선정 등 

 - GIS기반 지능형 재난예경보시스템 통합구축 207-02 490,000                   490,000                       절대공기 부족

 - GIS기반 지능형 재난예경보시스템 통합구축 405-01 7,600                       7,600                        

명시이월사업조서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정책개발 역량강화

의무부담 대책추진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재난안전실

유형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총무행정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기획조정실

도정의 기획ㆍ조정

재난 안전 모니터링 강화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직접)(국고) 계 24,022,000 9,873,629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사전 설계검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1-01 23,966,800             9,837,678                    심의 등)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1-03 55,200                     35,951                         * 이월지구(19) : 재난복구과 2, 원주본소 6,

      강릉지소 2, 태백지소 4, 북부지소 5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도직접)(국고) 계 3,300,000                1,604,422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한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01-01 3,276,900                1,587,000                    절대공기 부족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01-03 23,100                     17,422                         * 이월지구(11) : 강릉지소 5, 태백지소 6

170,000         80,000            1개 사업

공공구매 활성화추진 계 170,000 80,000 용역 기간완료 미도래 (`21. 10월~`22. 3월)

 -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운영 207-02 170,000                   80,000                      

57,844,494     1,935,708       9개 사업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 계 300,000 300,000 사전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401-01 300,000                   300,000                    실시설계완료 미도래

    ('21. 11월 ~ '22. 3월)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계 80,000 80,000 용역기간 완료 미도래

 -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7-01 80,000                     80,000                      ('21. 2월 ~ '22. 6월)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관리 계 200,000 116,900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필요

 - 주민피해 조사 용역 207-01 200,000                   116,900                    ('21. 10월 ~ '22. 9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계 54,388,050 316,000 이월물량 수요처 재선정에 따른 도 자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3-01 54,307,350             297,600                    이월 추진

405-01 80,700                     18,400                      감자종자진흥원의 구입계획 변경

최적의 기업경영환경조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첨단산업국

전략산업 육성

신소재·미래차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육성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재해경감·복구능력 강화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재해경감·복구능력 강화

경제진흥국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에너지 산업육성

친환경자동차 보급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국고) 계 180,000                   38,033                      용역기간 완료 미도래

 -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07-01 180,000                   38,033                       ('21. 6월 ~ '22. 6월 )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연구용역 계 160,000 32,000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연구용역 207-01 160,000                   32,000                      완료 미도래

('21. 7월 ~ '22. 4월)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계 2,286,444                931,244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 지연 및

 -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7-02 2,286,444                931,244                    비대면 보조금 추가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에

    * (도)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581,244천원 따른 사업기간 추가 소요

    * (특) 비대면 자격확인 행정 공동 이용 350,000천원 ('21. 4월 ~ '22. 4월)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계 200,000 98,489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차질로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405-01 200,000                   98,489                      사업기간 부족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계 50,000 23,042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 수열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207-01 50,000                     23,042                      ('21. 6월 ~ '22. 2월)

500,000         246,000          1개 사업

일자리매칭 강화 계 500,000 246,000 용역 기간완료 미도래

 - AI 기반 강원형 My-Job 플랫폼 구축 207-02 500,000                   246,000                     (`21. 9월~`22. 2월)

7,811,000      6,080,000       2개 사업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계 7,731,000 6,000,000 항공사 재정지원 조건 이행 관련하여

 - 국내외 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 301-12 7,731,000                6,000,000                 상호협의 및 절차이행 장기소요

('21. 10월 ~ '22. 12월)

기후변화 대응 추진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

기후변화대책 추진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내 공항 활성화

정보통신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일자리국

일자리지원

취업촉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계 80,000 80,000 원주시·횡성군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원주(횡성)공항 확장(국내·국제선)대비 207-01 80,000                     80,000                      양 측의 상호합의 장기소요

   항공수요 분석

1,310,000      605,631          5개 사업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계 54,000 45,431 용역수행 완료 기간 미도래

 - 전략환경영항평가 용역 401-01 54,000                     45,431                      ('21. 3월 ~ '22. 1월)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 계 500,000 154,200 용역수행 완료 기간 미도래('22. 3월)

 - 레고랜드 진입 트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401-01 500,000                   154,200                    

광역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계 15,000 15,000 춘천시의 지정신청 지연('21. 11월 예정)으로

 - 전문기관 조사∙분석 용역 추진 207-01 15,000                     15,000                      용역기간 장기소요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 계 161,000 161,000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물품 계약의뢰 및

 - 운동용품 구입 201-01 47,800                     47,800                      납품기한 절대부족

 - 훈련장비 구입 405-01 113,200                   113,200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계 580,000 230,000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건물 옥상 조경

 - 주변 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공사 401-01 580,000                   230,000                    식재 절대 공기 부족

5,222,235      4,895,764       4개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국고) 계 1,200,000 1,200,000 3차례 모집 공고에도 신청법인이 없어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확충 402-02 400,000                   400,000                    모집기간 연장추진

405-01 800,000                   800,000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내 공항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대외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관리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보건복지여성국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강원관광 역량강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강원관광 역량강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강원관광 역량강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계 320,000                   320,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405-01 320,000                   320,000                    물건 확보 지연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계 2,447,123 2,200,000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시설비 401-01 2,447,123                2,200,000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계 1,255,112                1,175,764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1. 11월~'22. 2월)

 - 시설비 401-01 1,223,470 1,146,865

 - 감리비 401-02 26,242 26,242

 - 시설부대비 401-03 5,400 2,657

5,109,776      5,063,606       4개 사업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계 4,989,226                4,973,056                 부지선정 장기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시설비 401-01 4,892,126                4,875,956                 

 - 감리비 401-02 83,100                     83,100                      

 - 시설부대비 401-03 14,000                     14,000                      

전기소형화물차 구입 계 29,550 29,550 도비 확보 지연(제3추)으로

 - 전기소형 화물차 구입 405-01 29,550                     29,550                      구입기간 절대 부족

씨감자 공급 통합시스템 구축 계 21,000                     21,000                      홈페이지 구축기간 장기소요

 - 씨감자 공급 통합시스템 구축 207-02 21,000                     21,000                      

기타자본이전 계 70,000 40,000 전세매물(횡성군 내) 확보 지난

 -관사 임대보증금 406-01 70,000                     40,000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농정국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구축

반려동물 보호·관리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보건/보건의료)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청사경영관리

청사유지관리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24,167,170   18,267,197      13개 사업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계 5,000,000 5,000,000 사업기간 미도래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차장 조성 401-01 1,000,000                1,000,000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광장 및 상하수도 정비 401-01 1,000,000                1,000,000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전기·통신·배수로 정비 등 401-01 2,946,000                2,946,000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전기·통신 등 감리용역 401-02 44,000                     44,000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전기·통신·배수로 정비 등 401-03 10,000                     10,000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국고)(직접) 계 500,000                   315,621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401-01 496,400                   312,021                    연계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401-03 3,600                       3,600                        

임산물 관광자원 사업화(전환) 계 1,400,000 1,012,176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401-01 1,395,000                1,012,176                 ('20. 9월 ~ '22. 2월)

401-03 5,000                       -                                 

숲속야영장 조성(국고) 계 2,000,000                2,000,000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 숲속야영장 조성 401-01 1,993,000                1,993,000                 ('21. 10월 ~ '22. 4월)

401-03 7,000                       7,000                        

산악관광 활성화 계 1,500,000                1,499,000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치유의숲) 401-01 1,494,600                1,494,600                 ('21. 12월 ~ '22. 12월)

401-03 5,400                       4,400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및 운영 계 2,000,000                1,369,000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 산촌주택 조성 401-01 2,000,000                1,369,000                 ('21. 8월 ~ '22. 6월)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직접)(국고) 계 3,000,000 2,836,877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완료기한 미도래

 -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01-01 3,000,000                2,836,877                 ('22. 12월 완료 예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

강원산림의가치 최고화

산림자원소득과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림자원소득화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녹색국

강원산림의가치 최고화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

산림문화·휴양 창달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악관광업무 추진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산악관광업무 추진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계 25,158,870 400,000 국비(환경부) 미교부('22. 1월 교부 예정)

 - 하수처리장 설치 403-01 25,158,870             400,000                    * 자금없는 이월

하수관로 정비(국고) 계 69,783,000             2,633,000                 국비(환경부) 미교부('22. 1월 교부 예정)

 - 하수관로 정비 403-01 69,783,000             2,633,000                 * 자금없는 이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계 12,105,300             690,000                    국비(환경부) 미교부('22. 1월 교부 예정)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403-01 12,105,300             690,000                    * 자금없는 이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국고) 계 1,258,000                377,000                    국비(환경부) 미교부('22. 1월 교부 예정)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403-01 1,258,000                377,000                    * 자금없는 이월

제2차 강원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 62,000 21,523 용역기간 완료 미도래

 - 제2차 강원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62,000                     21,523                      ('22. 1월 완료 예정)

원주·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계 400,000 113,000 용역기간 완료 미도래

원주·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207-01 400,000                   113,000                    ('21. 8월 ~ '22. 11월)

95,320,269     56,307,138      40개 사업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계 641,242 639,100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401-01 639,100                   639,100                    (’21. 12월 ~ ‘22. 6월)

401-03 2,142                       -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8,567,000 7,210,798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행정절차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8,077,000                7,023,404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공사 감리 401-02 480,000                   182,02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5,374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건설교통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지원

 도로교통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물자원 가치제고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1,429,000 1,141,597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1,073,000                1,073,000                 

 - 공사 감리 401-02 346,000                   59,34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9,257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5,931,000 3,447,947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4,564,000                3,346,647                 

 - 공사 감리 401-02 220,000                   93,90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7,400                        

 - 토지보상 위탁운영 403-02 1,137,000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계 1,700,000                1,70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1,697,000                1,697,000                 ('22. 1월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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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계 500,000                   335,516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비 401-01 497,000                   332,516                    ('22. 3월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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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포장 계 100,000                   10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1-01 100,000                   100,000                    ('21. 9월 ~ '23. 5월)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계 16,753,000             1,775,501                 건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 및 공사비 401-01 2,500,000                1,7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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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로 재구조화 위탁운영 403-02 14,243,000             -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계 252,691                   120,970                    사후평가용역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 지방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207-01 47,000                     47,000                      준공시기 미도래

 -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401-01 205,691                   73,970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8,216,000                4,867,491                 지장물 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7,776,000                4,788,411                 후속 공정지연

 - 공사 감리 401-02 430,000                   78,08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1,000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7,333,186                3,128,525                 지장물 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6,924,286                3,052,471                 후속 공정지연

 - 공사 감리 401-02 398,900                   72,100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3,954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4,000,000                2,338,317                 지장물 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3,990,000                2,337,493                 후속 공정지연

 - 공사 부대비 401-03 10,000                     824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계 2,700,000                1,990,180                 지장물 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1 1,690,000                1,685,180                 후속 공정지연

 - 공사 감리 401-02 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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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 위탁운영 403-02 700,000                   -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계 5,450,000                3,735,889                 지장물 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401-01 5,450,000                3,735,889                 후속 공정지연

지방도 제설대응 역량강화(국고) 계 2,500,000                2,134,628                 설계용역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염수분사장치 등 설치 401-01 1,100,000                1,100,000                 

 - 제설장비 구입 405-01 1,400,000                1,034,628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국고) 계 859,000                   859,000                    국비 교부 결정(’21. 8월) 이후 실시설계

 - 안개상습구간 시설 개선 401-01 859,000                   859,000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지방도 확충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계 36,000 36,000 국토부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

 -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7-01 36,000                     36,000                      지연에 따른 시행계획 용역 추진 순연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계 100,000 100,000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7-01 100,000                   100,000                    ('21. 7월 ~ '22. 1월)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계 66,000 66,000 부산청 권역별(안동댐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

 - 철암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66,000 66,000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추진 순연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계 9,806,000 8,183,383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

 - 석항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9,200,000 7,877,383 ('21. 8월 ~ '22. 8월)

401-02 600,000 300,000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계 1,076,000 858,119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 두미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700,000 615,319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370,000 236,800 ('20. 4월 ~ '22. 3월)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계 1,696,000 1,405,839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

 - 남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1,140,000 1,059,839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550,000 340,000 ('21. 12월 ~ '22. 12월)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계 1,696,000 1,118,949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

 - 상남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1,140,000 695,949 2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550,000 417,000 ( '21. 12월 ~ '22. 12월)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계 886,000 366,375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 물치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530,000 256,075 2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401-02 350,000 104,300 ('21. 12월 ~ '22. 12월)

401-03 6,000 6,000 

 교통행정 개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교통행정 개선

교통·물류산업 육성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계 250,000 25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어론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247,500 247,500 ('22. 5월 예정)

401-03 2,500 2,500 

 

지방하천정비(마읍천)(전환) 계 350,000 35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347,500 347,500 ('22. 5월 예정)

401-03 2,500 2,500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 계 606,000 399,448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600,000 393,540 ('21. 5월 ~ '22. 5월)

401-03 6,000 5,908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전환) 계 606,000 384,608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일리천 횡성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600,000 378,966 ('21. 5월 ~ '22. 5월)

401-03 6,000 5,642 

 

지방하천정비(퇴계천)(전환) 계 606,000 297,03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퇴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600,000 291,030 ('21. 5월 ~ '22. 5월)

401-03 6,000 6,000 

 

지방하천정비(흥양천)(전환) 계 806,000 438,852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흥양천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800,000 433,130 ('21. 5월 ~ '22. 5월)

401-03 6,000 5,722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계 1,306,000 811,101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1-01 1,300,000 805,400 ('21. 5월 ~ '22. 5월)

401-03 6,000 5,701 

 

국가하천 유지보수(국고) 계 1,000,000 930,897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1,000,000                930,897                    ('21. 10월 ~ '22. 1월)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하천환경 체계적 개선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계 1,500,000 704,920 기본계획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지방하천 기본계획 401-01 1,500,000                704,920                    ('21. 6월 ~ '22. 6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계 800,000 427,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401-01 800,000 427,000 ('21. 4월 ~ '22. 4월)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계 500,000 282,696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동해북부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207-01 500,000                   282,696                    ('21. 3월 ~ '22. 2월)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계 740,000                   677,420                    관련부서 인허가 기간 및 토지보상협의 등 

 - 위험도로 개량 401-01 740,000                   677,420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와야지구 : '21. 7월 ~ '22. 1월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계 877,000                   472,867                    관련부서 인허가 기간 및 토지보상협의 등 

 - 도로변절개지 401-01 877,000                   472,867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개야지구 : '21. 8월 ~ '22. 2월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계 559,150 390,000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지연

 - 지방도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405-01 559,150                   390,000                    * 살수차 납품기간 : '21. 8.월 ~ '22. 1월

* 부착장비 납품기간 : '21. 10월 ~ '22. 3월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계 2,100,000 1,565,477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 동면교 재가설 401-01 2,100,000                1,565,477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21. 6월 ~ '22. 6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계 420,000 264,698 관사 증축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관사 증축 401-01 416,000                   260,698                    ('21. 9월 ~ '22. 1월)

401-02 4,000                       4,000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 교통망 정비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 교통망 정비

청사 경영관리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2,635,155     5,856,985       8개 사업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관리 계 2,887,943 107,878 개인보호 노후장비인 안전헬멧, 부속품 입고

 -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405-01 2,531,543                68,134                      지연으로 납품일정 장기소요

 - 안전충전함 보강 405-01 356,400                   39,744                      

안전충전함은 삼척 원덕, 정선 신동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지연으로 구입 순연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계 6,715,000                3,903,363                 특장소방차 제작기간 장기 소요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405-01 6,715,000                3,903,363                 ('21. 11월 ~ '22. 6월)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계 144,870 144,870                    차량 시판지연 및 입찰 장기 소요

 -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 405-01 144,870                   144,870                    ('22. 3월 납품 예정)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계 490,000 87,124 원주 기업, 명륜 안전센터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405-01 490,000                   87,124                          신축공사 지연으로 순연

('21. 10월 ~ '22. 1월)

119구조장비 확충 계 1,447,540 684,758 구조장비 해외 제품으로 납품일정 장기간 소요

 - 노후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405-01 1,447,540                684,758                    ('21. 10월 ~ '22. 1월)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국고) 계 300,000 300,000                    5개 시·도 종합계약 추진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 207-02 130,000                   130,000                    따른 사업기간 부족

405-01 170,000                   170,000                    ('21. 8월 ~ '22. 2월)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계 399,360 399,360 2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 부족

 - 노후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장비교체 405-01 399,360                   399,360                    ('21. 11월 ~ '22. 4월)

(계약 예정일 : '21. 10.  29.)

교육환경조성 계 250,442 229,632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 수난구조훈련장 확장 공사 401-01 250,442                   229,632                    품질확보를 위한 절대공기 확보 필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반영)

소방본부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소방특별회계)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소방특별회계)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소방특별회계)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소방특별회계)

전문소방인력양성

교육환경구축(소방특별회계)

안전문화생활 정착(소방특별회계)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

119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소방특별회계)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소방특별회계)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32,913,968     10,790,724      9개 사업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계 6,716,750 4,055,354 가진항 공사 준공기간('22. 6월 예정) 미도래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401-01 6,700,000                4,039,837                 

401-03 16,750                     15,517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조성 계 4,655,218 505,000 철근 원자재 가격급등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01-01 4,645,218                500,000                    추가 발주사업 (2개 단지) 절대공기 부족

401-03 10,000                     5,000                        ('21. 12월 ~ '22. 3월)

인공어초사업(전환) 계 1,250,000                251,500                    철근 원자재 가격급등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 인공어초시설(전환) 401-01 1,246,000                250,000                    추가 발주사업

401-03 4,000                       1,500                        ('21. 12월 ~ '22. 3월)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계 19,000 18,430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22. 7월)

 -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남북부권 발간 207-01 19,000                     18,430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운영 계 200,000 180,340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구조물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401-01 200,000                   180,340                    공사완료('21. 9월) 이후,

교육홍보관 설치 사업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후환경영향조사(국고) 계 327,000 69,000 과업기간 미도래('22. 4월)

 - 사후환경영향조사 401-01 327,000                   69,000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국고) 계 7,073,000                500,000                    과업기간 미도래('22. 3월)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401-01 6,320,000                500,000                    

401-02 753,000                   -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국고) 계 9,473,000                2,011,100                 과업기간 미도래('22. 7월)

 -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401-01 9,452,000                2,000,000                 

401-03 21,000                     11,100                      

환동해본부

해양관광 레저 및 무역항 운영지원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해양관광 · 레저 및 무역항 운영지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해양관광·레저 및 무역항 운영지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기르는어업 육성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기르는어업 육성

 해양관광·레저 및 무역항 운영지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해양관광·레저 및 무역항 운영지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국고) 계 3,200,000 3,200,000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21. 5월) 후

 - 육상기반 해수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 401-01 3,149,280                3,149,280                 제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 저층수 해수취수관 연장 401-02 46,400                     46,400                      

401-03 4,320                       4,320                        

100,000         47,390            1개 사업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계 100,000 47,390                      용역 기간완료 미도래('21. 6월~'22. 2월)

옥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401-01 100,000                   47,390                      

1,000,000      1,000,000       1개 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검사 계 1,000,000 1,000,000 제작기간 장기소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 차량」 구입 405-01 1,000,000 1,000,000 ('22. 4월 예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 및 옥계지구 기반조성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증진

질병조사 및 연구

한해성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