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

계 60,910 

청사정문보수공사 '06.12.20 '06.12.22∼'07.01.31 79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분석 학술연구 용역 '06.01.05 '06.01.05∼'06.07.04 125 

강원농축산물 안정성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 '06.01.23 '06.01.26∼'06.07.24 26 

구 대관령휴게소 상하행시설 청소용역 '06.02.01 '06.02.01∼'07.01.31 13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방안 강구 용역 '06.02.02 '06.02.03∼'06.08.01 43 

사방댐, 야계사방사업설계용역 '06.02.07 '06.02.13∼'06.03.24 124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한국여성수련원) '06.02.14 '06.02.17∼'06.04.07 76 

산지, 예방사방 설계용역 '06.02.15 '06.02.17∼'06.03.18 25 

소방헬기 회전날개 검사 용역 '06.02.21 '06.02.21∼'06.07.21 27 

지방2급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개발 용역 '06.02.27 '06.02.27∼'06.11.25 35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남북관광교류타운) '06.03.03 '06.03.06∼'06.04.24 74 

혁신관리 마일리지시스템 전산화구축 용역 '06.03.14 '06.03.20∼'06.05.19 11 

신선농산물 연합판매 클러스터사업 연구용역 '06.03.24 '06.03.24∼'06.12.18 47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구상 연구용역 '06.04.04 '06.04.10∼'06.06.08 29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06.04.12 '06.04.17∼'07.02.08 170 

해안방재림 조성 설계 용역 '06.04.13 '06.04.13∼'06.05.02 13 

원주 아이스하키경기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06.04.21 '06.04.26∼'06.08.23 1,214 

강릉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06.04.21 '06.04.26∼'06.08.23 1,239 

올림픽연계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강구 용역 '06.04.24 '06.04.26∼'06.12.21 170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6.04.24 '06.04.24∼'07.01.31 18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06.05.17 '06.05.22∼'06.07.20 27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평가 용역 '06.05.18 '06.05.25∼'06.11.20 2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한국여성수련원) '06.06.29 '06.07.03∼'06.10.01 178 

산림자원(식생) 조사 용역 '06.07.10 '06.07.18∼'06.12.14 26 

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06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288건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고객만족행정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용역 '06.07.28 '06.08.03∼'06.09.01 14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06.08.02 '06.08.09∼'07.12.31 88 

먹는샘물 세계적 브랜드육성 방안 연구용역 '06.08.14 '06.08.21∼'07.02.16 44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자치단체활용방안 연구용역  '06.08.21 '06.08.25∼'07.02.16 20 

오색천수계(오색1지구) 실시설계 용역(복구) '06.08.31 '06.08.31∼'07.05.02 58 

소방헬기 2호기 외주정비 용역 '06.09.11 '06.09.11∼'06.09.26 39 

비지정 석조문화재 전수조사 용역 '06.09.14 '06.09.21∼'07.01.18 26 

자연생태탐방 및 생태해설 교육교재 개발용역 '06.09.14 '06.09.14∼'06.12.31 26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06.09.20 '06.09.27∼'06.12.05 57 

민원처리결과 설문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06.09.21 '06.09.21∼'06.11.19 14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시설공사 설계용역 '06.10.24 '06.10.26∼'06.11.24 25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 용역 '06.10.26 '06.11.01∼'07.06.28 26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06.10.26 '06.11.01∼'07.01.29 41 

공여지구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06.10.26 '06.11.01∼'07.06.28 98 

관광미니열차 등(대관령) 타당성 조사용역 '06.10.27 '06.11.02∼'07.01.30 18 

강원 R&D 글로벌파크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06.11.01 '06.11.01∼'07.10.31 167 

강원도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구축 용역 '06.11.01 '06.11.01∼'07.06.28 307 

화재조사(감식) 알고리즘 연구 메뉴얼 작성 용역 '06.11.13 '06.11.13∼'07.01.11 18 

석호의 생태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연구용역 '06.11.14 '06.11.20∼'07.11.19 18 

강원도 환경경영시스템 전산개발 구축 용역 '06.11.14 '06.11.21∼'07.02.18 18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06.11.16 '06.11.20∼'06.12.29 29 

자연환경연구공원 곤충방사 및 복원사업 용역 '06.11.23 '06.11.23∼'06.12.31 88 

한탕강댐 건설결정 적정성 검토연구용역 '06.11.28 '06.12.01∼'07.02.09 27 

수계상류 수자원의 가치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06.11.28 '06.12.04∼'07.10.30 89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06.11.28 '06.11.28∼'07.02.25 40 

휴양주거타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06.12.01 '06.12.07∼'07.12.01 118 

관동지 2차 번역 용역 '06.12.06 '06.12.08∼'07.10.03 88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강원도 재래시장 경영혁신 연구 용역 '06.12.15 '06.12.20∼'07.03.09 45 

강원도형 하천호안공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 '06.12.18 '6.12.265∼'08.10.15 175 

강원도 도정자료전시관 조성공사 설계 용역 '06.12.27 '06.12.29∼'07.02.26 22 

본관청사 자동제어반 구매·설치 '06.02.24 '06.02.24∼'06.04.19 92 

소방헬기 산불진화용장비(물탱크부품) 구입 '06.03.15 '06.03.15∼'06.06.10 21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Pitch Link 등 12종) '06.03.29 '06.03.29∼'06.04.25 40 

소방헬기 1호기 Tail Gearbox 수리 '06.04.27 '06.04.27∼'06.05.19 18 

표준시각동기시스템 구매·설치 '06.06.09 '06.06.09∼'06.07.10 13 

정선소방서 사무용가구 구매·설치 '06.08.11 '06.08.11∼'06.08.26 80 

DTMF통신용장치 및 가입자단말장치 구매설치 '06.11.22 '06.11.22∼'07.01.05 12 

문화재감정관실 연계 화상감정시스템 구축 '06.12.22 '06.12.22∼'07.01.03 13 

도의회 웹사이트 개선 '06.01.16 '06.01.16∼'06.05.12 14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음향기기 구입 '06.03.28 '06.03.28∼'06.04.18 37 

도의회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06.04.14 '06.04.14∼'06.07.28 44 

도의회 옥상 방수공사 '06.04.26 '06.04.26∼'06.06.01 19 

도의회 홍보 동영상물 제작 '06.05.09 '06.05.09∼'06.11,30 30 

의정백서 발간 '06.12.13 '06.12.13∼'06.12.21 14 

호우 강풍피해주민 위문품 구입 '06.11.17 '06.11.17∼'06.12.05 17 

농업인교육장 비품구매 '06.09.01 '06.09.01∼'06.09.03 27 

전염병표본감시사업 관련 시약 및 기자재구입 '06.11.01 '06.11.01∼'07.01.15 17 

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6.05.17 '06.05.17∼'07.02.28 24 

GMO용역연구사업 관련 시약 구입 '06.07.24 '06.07.24∼'06.09.24 13 

청사주차시설 공사 '06.10.11 '06.10.11∼'06.11.06 11 

족구장 우레탄 포장 공사 '06.12.18 '06.12.18∼'06.12.28 10 

동부지원 실험장비 구입 '06.10.31 '06.10.31∼'07.01.29 29 

생물안전시험대 구입 '06.11.16 '06.11.16∼'07.01.30 15 

생활관 환경개선 가구구입 '06.01.25 '06.01.25∼'06.02.11 14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본서 사무용 파티션 및 OA가구 구입 '06.12.14 '06.12.14∼'06.12.22 10 

호흡보호장비정비실증축(거진) '06.10.31 '06.10.31∼'06.11.23 16 

진부119안전센터 청사 방수공사 '06.05.26 '06.06.07∼'06.06.16 11 

본서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 '06.02.03 '06.02.04∼'06.02.06 12 

우암진항 보수보강 공사 '06.07.05 '06.07.05∼'06.09.02 62 

문암 1리항 보수보강 공사 '06.07.05 '06.07.05∼'06.12.01 230 

문서고 보수보강 및 관사우수관로 공사 '06.12.28 '06.12.29∼'07.01.28 26 

어업지도선 강원203호 선체 화재복구수리용역 '06.10.25 '06.10.26 '06.11.04 10 

어업지도선 강원203호 기관 화재복구수리용역 '06.10.30 '06.10.30∼'06.11.28 36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06.12.28 '06.12.28∼'07.02.15 25 

부산물 비료 구입비 '06.11.02 '06.11.20∼'06.12.23 17 

감자원종장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06.09.22 '06.09.22∼'06.10.24 22 

감자원종장 수해복구공사 감리용역 '06.11.30 '06.11.30∼'07.05.15 51 

무지개송어 발안란 구입 '06.01.23 '06.01.23∼'06.01.25 15 

실뱀장어 구입 '06.04.02 '06.04.24∼'06.04.26 91 

다슬기 시험연구용 수조받침대 설치 '06.08.22 '06.08.22 ~ '06.08.31 14 

다슬기 시험연구용 순환여과수조 설치 '06.08.23 '06.08.23∼'06.09.15 26 

시설물철거 및 개보수 공사 자동제어 '06.12.21 '06.12.21 ~ '07.03.21 32 

해수흡입펌프 외부케이싱 구입 '06.10.23 '06.10.23∼'06.12.22 27 

패류종묘생산용 파판구입 '06.03.27 '06.03.27∼'06.04.07 17 

알테미아 구입 '06.04.26 '06.04.26∼'06.05.01 13 

가리비 채묘틀 구입 '06.10.13 '06.10.13∼'06.11.21 22 

해수최종배수구 보수공사 '06.03.01 '06.03.01 '06.03.25 20 

해수인입관로 피해복구공사 '06.10.02 '06.10.02∼'06.11.22 88 

고정식축중기 유지관리용역 '06.02.28 '06.03.10∼'07.02.28 10 

지방도408호선(면온지구) 응급복구공사 '06.07.28 '06.07.28∼'06.08.06 28 

지방도410호선(신기∼석동) 도로확포장공사 '06.03.22 '06.03.27∼'07.10.27 1,521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지방도415호선(석동∼구절) 도로확포장공사 '06.03.22 '06.03.27∼'07.11.29 1,396 

지방도415호선(보광∼사기막) 도로확포장공사 '06.04.11 '06.04.12∼'07.06.14 1,821 

지방도456호선(대관령) 안개등 구입 '06.05.26 '06.05.26∼'06.06.24 74 

지방도415호선(닭목재) 미끄럼방지포장공사 '06.06.30 '06.07.5∼'06.09.05 24 

지방도418호선(어성전) 산사태방호시설 공사 '06.08.14 '06.08.14∼'07.02.11 74 

지방도456호선(유천리) 수해피해긴급복구공사 '06.08.17 '06.08.21∼'06.08.23 31 

강릉종합청사 신축  보강토옹벽 구입 '06.10.10 '06.10.01∼'07.07.31 96 

지방도418호선 진동2리선목 수해복구공사 '06.10.17 '06.10.02∼'06.12.28 70 

종합청사 신축 그리드 구입 '06.10.19 '06.10.19∼'07.07.31 86 

지방도415호선 군경계 수해복구 '06.10.20 '06.10.02∼'07.07.20 20 

지방도410호선 신기 수해복구공사 '06.10.23 '06.10.24∼'06.11.22 79 

지방도415호선 군경계 수해복구공사 '06.10.23 '06.10.24∼'08.01.25 3,237 

지방도410호선 계단 수해복구공사 '06.10.23 '06.10.24∼'07.03.31 138 

지방도410호선(신기) 수해복구공사 '06.12.22 '06.12.28∼'07.10.26 1,624 

고정식 축중기 위탁관리 용역 '06.02.03 '06.02.03∼'07.01.31 13 

문의재(상마읍지구) 위험절개지 긴급복구공사 '06.09.28 '06.09.28∼'07.01.25 565 

지방도421호선(함백지구) 수해복구공사 '06.11.07 '06.11.13∼'07.05.18 149 

북부지소 청사신축(축열식전기온수기외 4종) '06.10.12 '06.10.12∼'06.10.31 31 

지방도407호선(고탄리) 수해복구공사 자재 '06.10.30 '06.10.30∼'06.12.28 73 

지방도 453호 유지보수공사(대성레미콘 앞) '06.09.28 '06.09.28∼'06.10.27 24 

도유림 큰나무 공익조림 '06.03.08 '06.03.08∼'06.05.01 63 

도유림 숲가꾸기사업 '06.03.23 '06.03.23∼'06.07.24 224 

도유림 큰나무 공익조림(정선) '06.04.04 '06.04.04∼'06.05.09 21 

산사태복구(홍천군 희망리외2) '06.04.06 '06.04.06∼'06.11.24 135 

산사태복구(원주시 소초면) '06.04.06 '06.04.06∼'06.11.24 19 

산사태복구(춘천시 남산면) '06.04.06 '06.04.06∼'06.11.24 200 

춘기예방사방사업 (인제군 인제읍 외 1) '06.04.06 '06.04.06∼'06.06.08 63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춘기예방사방사업 (화천군 화천읍) '06.04.06 '06.04.06∼'06.06.08 29 

춘기예방사방사업 (영월군 북면 ) '06.04.06 '06.04.06∼'06.06.08 29 

춘기예방사방사업 (삼척시 원덕읍) '06.04.06 '06.04.06∼'06.06.08 67 

춘기산지사방사업 (고성군 간성읍) '06.04.06 '06.04.06∼'06.06.08 90 

춘기산지사방사업 (인제군 남면외 1) '06.04.06 '06.04.06∼'06.06.08 92 

춘기산지사방사업 (양구군 양구읍) '06.04.06 '06.04.06∼'06.06.08 88 

춘기산지사방사업 (화천 간동면) '06.04.06 '06.04.06∼'06.06.08 100 

춘기산지사방사업 (철원군 갈말읍) '06.04.06 '06.04.06∼'06.06.08 95 

춘기산지사방사업 (영월군 하동) '06.04.06 '06.04.06∼'06.06.08 45 

춘기산지사방사업 (강릉시 구정면) '06.04.06 '06.04.06∼'06.06.08 114 

춘기사방사업 (원주시 소초면 )  '06.04.06 '06.04.06∼'06.06.08 45 

산림유역관리 시설공사 (홍천 두촌 철정 ) '06.04.06 '06.04.06∼'06.06.08 1,182 

수목보완공사 '06.04.07 '06.04.07∼'06.05.09 31 

춘기사방댐사업 (춘천시 동매면 거두리) '06.05.01 '06.05.01∼'06.07.19 137 

춘기사방댐사업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06.05.01 '06.05.01∼'06.07.19 156 

춘기사방댐사업 (강릉시 왕산면 목계외1) '06.05.01 '06.05.01∼'06.07.19 152 

춘기사방댐사업 (동해시 귀운동) '06.05.01 '06.05.01∼'06.07.19 157 

춘기사방댐사업 (태백시 원동) '06.05.01 '06.05.01∼'06.07.19 138 

춘기사방댐사업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06.05.01 '06.05.01∼'06.07.19 131 

춘기사방댐사업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06.05.01 '06.05.01∼'06.07.19 247 

춘기사방댐사업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06.05.01 '06.05.01∼'06.07.19 126 

춘기사방댐사업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 '06.05.01 '06.05.01∼'06.07.19 115 

춘기사방댐사업 (영월군 하동면 예밀리) '06.05.01 '06.05.01∼'06.07.19 162 

춘기사방댐사업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06.05.01 '06.05.01∼'06.07.19 155 

춘기사방댐사업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06.05.01 '06.05.01∼'06.07.19 186 

춘기사방댐사업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06.05.01 '06.05.01∼'06.07.19 141 

춘기사방댐사업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06.05.01 '06.05.01∼'06.07.19 129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춘기사방댐사업 (양구군 동면 팔랑리) '06.05.01 '06.05.01∼'06.07.19 123 

춘기사방댐사업 (인제군 남면 수산리) '06.05.01 '06.05.01∼'06.07.19 132 

춘기사방댐사업 (고성군 간성읍 탑현외1) '06.05.01 '06.05.01∼'06.07.19 169 

춘기사방댐사업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06.05.01 '06.05.01∼'06.07.19 145 

춘기야계사방사업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06.05.01 '06.05.01∼'06.07.19 122 

춘기야계사방사업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06.05.01 '06.05.01∼'06.07.19 149 

춘기야계사방사업 (고성군 간성읍 탑동) '06.05.01 '06.05.01∼'06.07.19 144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 '06.04.25 '06.04.25∼'06.07.24 374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 '06.04.26 '06.04.26∼'06.07.24 146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 공사 '06.04.26 '06.04.26∼'06.05.20 20 

강풍피해복구 산지사방 (춘천 남산외 3) '06.04.01 '06.04.01∼'06.06.08 200 

강풍피해복구 산지사방 (원주 소초외 1) '06.04.01 '06.04.01∼'06.06.08 19 

강풍피해복구 산지사방 (홍천 홍천외 2) '06.04.01 '06.04.01∼'06.06.08 135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원주 소초외 1) '06.04.01 '06.04.01∼'06.06.08 45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강릉 구정외 6) '06.04.01 '06.04.01∼'06.06.08 114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영월 하동외 2) '06.04.01 '06.04.01∼'06.06.08 45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철원 갈말외4) '06.04.01 '06.04.01∼'06.06.08 95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회천 간동외1) '06.04.01 '06.04.01∼'06.06.08 100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양구 양구외1) '06.04.01 '06.04.01∼'06.06.08 88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인제 남면외1) '06.04.01 '06.04.01∼'06.06.08 92 

춘기사방사업(산지사방) (고성 간성외2) '06.04.01 '06.04.01∼'06.06.08 90 

춘기사방사업(예방사방) (삼척 원덕외5) '06.04.01 '06.04.01∼'06.06.08 67 

춘기사방사업(예방사방) (영월 북면) '06.04.01 '06.04.01∼'06.06.08 29 

춘기사방사업(예방사방) (화천 화천) '06.04.01 '06.04.01∼'06.06.08 29 

춘기사방사업(예방사방) (인제 인제외1) '06.04.01 '06.04.01∼'06.06.08 63 

산림박물관 보완공사 '06.04.06 '06.04.06∼'06.08.06 15 

산림유역관리사업 설계용역 '06.07.05 '06.07.05∼'06.11.23 172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춘천 동내 사암) '06.08.07 '06.08.07∼'06.08.17 12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홍천 두촌 천현) '06.08.07 '06.08.07∼'06.08.17 15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홍천 두촌 장남) '06.08.07 '06.08.07∼'06.08.17 11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화천 상서 산양) '06.08.07 '06.08.07∼'06.08.17 12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양구 남면 두무리) '06.08.07 '06.08.07∼'06.08.17 10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인제 합강) '06.08.07 '06.08.07∼'06.08.17 15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인제 남면 신남) '06.08.07 '06.08.07∼'06.08.17 15 

사방댐응급준설(보수)공사 (양양 파일) '06.08.07 '06.08.07∼'06.08.17 10 

사무용 집기 구입 '06.08.31 '06.08.31∼'06.09.30 11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 '06.08.18 '06.08.18∼'06.11.30 87 

도유림 임도 보수사업 '06.09.07 '06.09.07∼'06.10.30 23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호명) '06.09.28 '06.09.28∼'07.01.05 2,002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하진부) '06.09.28 '06.09.28∼'07.01.05 1,958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용평 속사) '06.09.28 '06.09.28∼'06.12.26 1,047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두일외1) '06.09.28 '06.09.28∼'06.11.16 219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상진부외4) '06.09.28 '06.09.28∼'06.11.24 683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거문) '06.09.28 '06.09.28∼'07.01.16 2,132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봉평 창동외3) '06.09.28 '06.09.28∼'06.12.07 879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용평 백옥포외3) '06.09.29 '06.09.29∼'07.12.27 1,174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송정) '06.09.28 '06.09.28∼'07.01.26 2,451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용평 재산외1) '06.09.28 '06.09.28∼'06.12.06 815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상월오개리) '06.09.28 '06.09.28∼'06.12.26 1,097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막동외2) '06.09.28 '06.09.28∼'06.11.06 105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기린 상남외3) '06.09.28 '06.09.28∼'06.12.27 1,010 

산사태복구 공사(평창 진부 신기외2)) '06.09.28 '06.09.28∼'06.12.16 878 

산사태복구 공사(양구 방산) '06.09.28 '06.09.28∼'06.11.24 1,084 

산사태복구 공사(안제 상동외2) '06.09.29 '06.09.29∼'07.12.27 779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덕산) '06.09.29 '06.09.29∼'07.01.06 1,672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기린 북) '06.09.29 '06.09.29∼'07.01.06 1,673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가야외4) '06.09.29 '06.09.29∼'06.12.17 698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귀둔외1) '06.09.29 '06.09.29∼'06.12.27 304 

산사태복구 공사(인제 하추외2) '06.09.29 '06.09.29∼'06.12.27 394 

호우피해지 산사태구공사 설계용역 '06.09.12 '06.09.12∼'06.11.16 603 

호우피해지(평창,인제) 사방댐복구공사 설계 '06.09.28 '06.09.28∼'06.11.30 159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상자형) 구입 '06.10.13 '06.10.13∼'07.01.26 11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상자형) 구입 '06.10.13 '06.10.13∼'07.01.16 10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상자형) 구입 '06.10.13 '06.10.13∼'06.12.16 19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인제 덕산,덕적) '06.10.13 '06.10.13∼'06.01.26 11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인제 상동외2) '06.10.13 '06.10.13∼'06.12.27 20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인제,북 가야외3) '06.10.13 '06.10.13∼'06.12.27 17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평창) '06.10.13 '06.10.13∼'07.01.05 49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호명) '06.10.13 '06.10.13∼'07.01.05 48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송정) '06.10.13 '06.10.13∼'07.01.26 60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상진부외4) '06.10.13 '06.10.13∼'06.11.24 16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봉평 창동외3) '06.10.13 '06.10.13∼'06.12.07 20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용평 백옥포외3) '06.10.13 '06.10.13∼'06.12.27 29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용평 속사) '06.10.13 '06.10.13∼'06.12.26 26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거문) '06.10.13 '06.10.13∼'07.01.16 54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상월오개) '06.10.13 '06.10.13∼'06.12.26 29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진부 신기외2) '06.10.13 '06.10.13∼'06.12.16 21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용평 재산외1) '06.10.13 '06.10.13∼'06.12.06 21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방산 현뢰외3) '06.10.13 '06.10.13∼'06.12.26 47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인제 덕산,덕적) '06.10.13 '06.10.13∼'06.12.27 43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기린 북) '06.10.13 '06.10.13∼'06.12.27 41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산사태복구공사 돌망태 구입(기린 현리외3) '06.10.13 '06.10.13∼'06.12.27 24 

추기사방댐 준설 사업공사(토성 성대외1) '06.11.27 '06.11.27∼'06.12.13 12 

추기사방댐 준설 사업공사(정선 남 무릉외2) '06.11.27 '06.11.27∼'06.12.13 30 

추기사방댐 준설 사업공사(양구 남 청외외1) '06.11.27 '06.11.27∼'06.12.13 14 

추기 산지사방 사업공사(정선 임계) '06.11.27 '06.11.27∼'07.01.27 149 

추기사방댐 사업공사(철원 갈말 신철원리) '06.11.02 '06.11.02∼'07.01.19 82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호명1) '06.12.12 '06.12.12∼'07.06.02 465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호명2) '06.12.12 '06.12.12∼'07.06.02 488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호명3) '06.12.12 '06.12.12∼'07.06.02 299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평촌) '06.12.12 '06.12.12∼'07.06.02 140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하진부1) '06.12.12 '06.12.12∼'07.06.02 161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진부 하진부2) '06.12.12 '06.12.12∼'07.06.02 157 

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용평 이목정) '06.12.12 '06.12.12∼'07.06.02 163 

사방댐복구 공사(평창 용평 용전 '06.12.12 '06.12.12∼'07.06.02 131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인제 덕산1) '06.12.12 '06.12.12∼'07.06.02 477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인제 덕산2) '06.12.12 '06.12.12∼'07.06.02 386 

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덕적1) '06.12.12 '06.12.12∼'07.06.02 397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인제 가리산1) '06.12.12 '06.12.12∼'07.06.02 106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인제 가리산2) '06.12.12 '06.12.12∼'07.06.02 256 

사방댐복구 공사(인제 남 신남) '06.12.12 '06.12.12∼'07.06.02 231 

야계사방복구공사(홍천 두촌 장남외5) '06.12.19 '06.12.19∼'07.04.23 108 

야계사방복구공사(횡성 강림 강림외1) '06.12.19 '06.12.19∼'07.04.23 57 

야계사방복구공사(횡성 안흥 지구1) '06.12.19 '06.12.19∼'07.06.02 263 

야계사방복구공사(횡성 안흥 지구2) '06.12.19 '06.12.19∼'07.06.02 278 

야계사방복구공사(횡성 갑천 매일) '06.12.19 '06.12.19∼'07.06.02 212 

야계사방복구공사(인제 인제 가리산) '06.12.19 '06.12.19∼'07.06.12 550 

야계사방복구공사(인제 북 원통) '06.12.19 '06.12.19∼'07.05.13 151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야계사방복구공사(인제 기린 현) '06.12.19 '06.12.19∼'07.06.02 342 

야계사방복구공사(인제 남 수산) '06.12.19 '06.12.19∼'07.04.23 89 

사방댐복구공사(강릉 왕산 대기1) '06.12.19 '06.12.19∼'07.06.02 253 

사방댐복구공사(강릉 왕산 대기2) '06.12.19 '06.12.19∼'07.06.02 295 

사방댐복구공사(강릉 왕산 대기3) '06.12.19 '06.12.19∼'07.06.12 314 

사방댐복구공사(삼척 도계 점리) '06.12.19 '06.12.19∼'07.06.02 233 

사방댐복구공사(삼척 노곡 하월산) '06.12.19 '06.12.19∼'07.06.02 638 

사방댐복구공사(횡성 갑천 매일) '06.12.19 '06.12.19∼'07.05.23 130 

사방댐복구공사(횡성 안흥 상안) '06.12.19 '06.12.19∼'07.05.23 157 

사방댐복구공사(정선 북평 나전) '06.12.19 '06.12.19∼'07.06.02 235 

사방댐복구공사(정선 북평 남평) '06.12.19 '06.12.19∼'07.06.02 253 

사방댐복구공사(화천 상서 마현) '06.12.19 '06.12.19∼'07.06.02 258 

사방댐복구공사(양구 방산 현리1) '06.12.19 '06.12.19∼'07.06.02 189 

사방댐복구공사(양양 현북 원일전리) '06.12.19 '06.12.19∼'07.05.23 173 

사방댐복구공사(양구 방산 현리) '06.12.22 '06.12.22∼'07.06.02 505 

강원도립대학 혁신방안연구 학술조사 용역 '06.01.02 '06.01.02∼'06.04.03 90 

신입생 스키캠프 운영 관련 시설이용 '06.03.08 '06.03.14∼'06.03.16 23 

신입생 운전면허취득 관련 위탁교육 '06.03.29 '06.04.01∼'07.02.28 122 

신입생 스킨스쿠버 자격취득 프로그램 용역 '06.09.25 '06.05.16∼'06.09.29 22 

2학기 크레인 실습교육 '06.12.06 '06.06.26∼'06.12.30 17 

대학입시관리시스템 수정보완 용역 '06.12.29 '06.12.29∼'07.01.2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