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

계 50,932 

무인전자 경비용역(도립대학) '07.01.01 '07.01.01 ∼ '07.12.31 16 

시설경비 용역(도립대학) '07.01.01 '07.01.01 ∼ '07.12.31 80 

지방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용역 '07.01.02 '07.01.02 ∼ '07.12.28 25 

정보통신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7.01.02 '07.01.02 ∼ '07.12.28 16 

청사 전자경비시스템 운용 용역 '07.01.02 '07.01.02 ∼ '08.01.04 26 

전자정부통합망 유지보수 용역 '07.01.02 '07.01.02 ∼ '08.01.03 30 

여성정책개발센터 청사청소용역 '07.01.02 '07.01.01 ∼ '07.12.31 24 

지방도410호 도화목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07.01.05 '07.01.05 ∼ '07.12.31 112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7.01.08 '07.01.08 ∼ '07.12.24 12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7.01.08 '07.01.08 ∼ '08.01.23 14 

청소용역(미래농업교육원) '07.01.08 '07.01.08 ~ '08.12.31 34 

사이버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07.01.10 '07.01.10 ∼ '08.01.16 18 

학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도립대학) '07.01.19 '07.02.01 ~ '08.01.31 11 

설날어려운이웃 위문물품 구매계약 '07.01.29 '07.01.29 ∼ '07.02.15 30 

설날어려운이웃 위문생필품셋트 구입 '07.01.29 '07.01.29 ∼ '07.02.15 23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07.01.30 '07.01.30 ∼ '07.10.10 87 

2007년도 설날어려운이웃 위문생필품셋트 '07.01.30 '07.01.30 ∼ '07.02.15 19 

119안전센터 다중화장비 유지보수 용역 '07.01.31 '07.01.31 ∼ '08.02.05 23 

축중기(고정식,이동식) 위탁관리용역 '07.01.31 '07.02.01 ∼ '08.01.31 18 

강릉종합청사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07.02.01 '07.02.05 ∼ '08.03.04 413 

춘천소방서 사무실O.A가구 및 파티션 구입 '07.02.01 '07.02.01 ∼ '07.02.08 20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효율화방안 연구 '07.02.08 '07.02.08 ∼ '07.06.11 28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율곡관 가구구입 '07.02.10 '07.02.13 ∼ '07.03.02 23 

도의회 컴퓨터 속기기기 구매 '07.02.13 '07.02.13 ∼ '07.02.16 30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7.02.14 '07.02.14 ∼ '08.02.27 18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07.02.16 '07.02.16 ∼ '08.06.25 49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07.02.27 '07.02.27 ∼ '08.06.25 139 

도유림 큰나무공익, 경제수 조림사업 '07.02.28 '07.02.28 ∼ '07.04.20 102 

에너지관리 정밀진단 용역 '07.03.03 '07.03.03 ∼ '07.04.12 15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계약기간

470건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지방도421호 함백지구 수해복구공사 '07.03.05 '07.03.13 ∼ '07.05.18 149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화천 화천 풍산외) '07.03.05 '07.03.12 ∼ '07.05.05 159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춘천 온의외) '07.03.05 '07.03.12 ∼ '07.05.15 233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원주 지정 월송외) '07.03.05 '07.03.12 ∼ '07.05.20 216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양양 양양 감곡외) '07.03.05 '07.03.12 ∼ '07.05.20 278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영월 주천 주천외) '07.03.05 '07.03.12 ∼ '07.05.30 44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정선 정선 애산외) '07.03.05 '07.03.12 ∼ '07.05.30 455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삼척 도계 점외) '07.03.05 '07.03.12 ∼ '07.06.04 46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홍천 두촌 역내외) '07.03.05 '07.03.12 ∼ '07.06.09 370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홍천 화촌 성산외) '07.03.05 '07.03.12 ∼ '07.06.09 499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강릉 왕산 대기외) '07.03.05 '07.03.12 ∼ '07.06.09 64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횡성 청일 갑천외) '07.03.05 '07.03.12 ∼ '07.06.09 899 

지방2급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개발 용역 '07.03.07 '07.03.07 ∼ '07.12.27 5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07.03.07 '07.03.07 ∼ '08.01.17 68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07.03.09 '07.03.09 ∼ '07.12.26 130 

소방차량 보험료 지출 '07.03.09 '07.03.09 ∼ '08.03.09 36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용역 '07.03.12 '07.03.12 ∼ '07.12.26 404 

조림사업용(춘기)묘목구매 '07.03.12 '07.03.12 ∼ '07.05.03 1,792 

별관청사 무인시스템 설치 '07.03.15 '07.03.15 ∼ '07.07.20 39 

별관청사 관급자재(UPS) '07.03.15 '07.03.15 ∼ '07.06.26 28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횡성 청일 갑천외14) '07.03.19 '07.03.19 ∼ '07.05.25 76 

지방도 차선 도색 자재(유리알)구매 '07.03.19 '07.03.19 ∼ '07.03.28 13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삼척 도계 점리외9) '07.03.19 '07.03.19 ∼ '07.04.03 26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홍천 화촌 성산외27) '07.03.19 '07.03.19 ∼ '07.04.12 3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양양 양양 감곡외32) '07.03.19 '07.03.19 ∼ '07.05.14 15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홍천 두촌 역내외15) '07.03.19 '07.03.19 ∼ '07.05.14 27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춘천 온의외5) '07.03.19 '07.03.19 ∼ '07.05.15 2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영월 주천 주천외19) '07.03.19 '07.03.19 ∼ '07.06.05 2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강릉 왕산 대기외2) '07.03.19 '07.03.19 ∼ '07.06.19 12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정선 정선 애산외30) '07.03.19 '07.03.19 ∼ '07.09.18 51 

지방도415호 석동-구절간 도로확포장공사 '07.03.20 '07.03.27 ∼ '08.01.20 1,226 

2006호우피해지 복구공사 돌망태 구입(도유림) '07.03.26 '07.03.26 ∼ '07.07.13 52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 감리용역(인제) '07.03.26 '07.03.29 ∼ '07.08.10 9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 감리용역(인제) '07.03.26 '07.03.29 ∼ '07.08.10 130 

여성정책개발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 '07.03.26 '07.03.27 ∼ '07.05.10 29 

강원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07.03.27 '07.03.27 ∼ '07.06.07 27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양구 양구 공수외) '07.03.27 '07.04.02 ∼ '07.06.20 790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용평 도사) '07.03.27 '07.04.02 ∼ '07.07.10 1,527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상월오개 2) '07.03.27 '07.04.02 ∼ '07.07.20 1,597 

초곡항 풍랑강풍 피해복구공사 '07.03.28 '07.04.02 ∼ '07.06.30 164 

본청청사 물탱크 제작 설치 '07.03.29 '07.03.29 ∼ '07.04.30 2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대화 대화) '07.03.29 '07.04.02 ∼ '07.06.20 8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북 원통1) '07.03.29 '07.04.02 ∼ '07.06.20 8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홍천 내촌 답풍) '07.03.29 '07.04.02 ∼ '07.06.20 11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상월오개) '07.03.29 '07.04.02 ∼ '07.06.25 5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가리산7) '07.03.29 '07.04.02 ∼ '07.06.25 99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북 한계) '07.03.29 '07.04.02 ∼ '07.06.25 10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용평 이목정3) '07.03.29 '07.04.02 ∼ '07.06.25 11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거문1) '07.03.29 '07.04.02 ∼ '07.06.30 12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기린 현4) '07.03.29 '07.04.02 ∼ '07.06.30 14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가리산4) '07.03.29 '07.04.02 ∼ '07.06.30 14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하진부3) '07.03.29 '07.04.02 ∼ '07.06.30 15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간평2) '07.03.29 '07.04.02 ∼ '07.06.30 165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용평 무이) '07.03.29 '07.04.02 ∼ '07.06.30 16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홍천 동 좌운) '07.03.29 '07.04.02 ∼ '07.06.30 16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봉평 면온) '07.03.29 '07.04.02 ∼ '07.06.30 17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간평1) '07.03.29 '07.04.02 ∼ '07.06.30 17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도암 유천2) '07.03.29 '07.04.02 ∼ '07.06.30 183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용평 용전2) '07.03.29 '07.04.02 ∼ '07.06.30 19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덕적3) '07.03.29 '07.04.02 ∼ '07.06.30 21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거문2) '07.03.29 '07.04.02 ∼ '07.06.30 27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용평 도사2) '07.03.29 '07.04.02 ∼ '07.06.30 315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송정2) '07.03.29 '07.04.02 ∼ '07.06.30 353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화의) '07.03.29 '07.04.02 ∼ '07.06.30 362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송정1) '07.03.29 '07.04.02 ∼ '07.06.30 409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도암 유천1) '07.03.29 '07.04.02 ∼ '07.07.05 81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홍천 두촌 천현) '07.03.29 '07.04.02 ∼ '07.07.10 20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가리산3) '07.03.29 '07.04.02 ∼ '07.07.10 26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가리산6) '07.03.29 '07.04.02 ∼ '07.07.10 363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덕적4) '07.03.29 '07.04.02 ∼ '07.07.15 47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평창 진부 거문3) '07.03.29 '07.04.02 ∼ '07.07.20 397 

유역관리 사업(홍천 두촌 철정) '07.03.29 '07.04.02 ∼ '07.08.30 286 

유역관리 사업(강릉 옥계 산계) '07.03.29 '07.04.02 ∼ '07.11.17 492 

유역관리 사업(횡성 서원 석화) '07.03.29 '07.04.02 ∼ '07.11.17 1,047 

유역관리 사업(원주 호저 매호) '07.03.29 '07.04.02 ∼ '07.12.12 75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거문) '07.03.30 '07.03.30 ∼ '07.04.26 23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평창 조둔외12) '07.03.30 '07.03.30 ∼ '07.05.09 1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인제 남 수산외6) '07.03.30 '07.03.30 ∼ '07.05.15 43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태백 황지) '07.03.30 '07.03.30 ∼ '07.05.29 1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봉평 평촌외4) '07.03.30 '07.03.30 ∼ '07.05.29 64 

사방댐 설치공사(강릉 구정 어단) '07.04,27 '07.04.30 ∼ '07.07.18 86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강릉 왕산 송현외) '07.04.02 '07.04.02 ∼ '07.06.20 580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춘천 신북 율문외) '07.04.02 '07.04.02 ∼ '07.06.25 692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횡성 공근 상동외) '07.04.02 '07.04.02 ∼ '07.06.30 1,488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07.04.04 '07.04.04 ∼ '07.08.10 27 

자동기상관측장비(적설량계)구매.설치 '07.04.04 '07.04.04 ∼ '07.08.27 105 

큰나무공익, 경제수 조림사업(정선 임계-동부) '07.04.04 '07.04.04 ∼ '07.05.21 23 

「ICLEI World Congress 2009」유치 준비 용역 '07.04.05 '07.04.05 ∼ '08.02.27 29 

지방도 461호 2006 수해복구공사(파포리 배수로정비) '07.04.05 '07.04.06 ∼ '07.06.04 10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신기외2) '07.04.09 '07.04.09 ∼ '07.04.23 14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인제 인제 덕산외1) '07.04.09 '07.04.09 ∼ '07.04.23 18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거문) '07.04.09 '07.04.09 ∼ '07.05.15 1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상월오개) '07.04.09 '07.04.09 ∼ '07.05.15 13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인제 기린 북) '07.04.09 '07.04.09 ∼ '07.06.26 11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인제 기린 현리외3) '07.04.09 '07.04.09 ∼ '07.06.26 25 

강원여성 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 '07.04.11 '07.04.11 ∼ '08.01.16 16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대관령풍력발전소 송전용 승압변압기수리 '07.04.11 '07.04.11 ∼ '07.05.03 25 

동해소방서 출입문 교체공사 '07.04.13 '07.04.16 ∼ '07.04.25 10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막동외) '07.04.13 '07.04.16 ∼ '07.05.05 12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두일외) '07.04.13 '07.04.16 ∼ '07.05.10 32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양구 방산 현리외) '07.04.13 '07.04.16 ∼ '07.06.04 12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기린 북2) '07.04.13 '07.04.16 ∼ '07.07.09 113 

판로정보 메일링서비스 용역 '07.04.16 '07.04.16 ∼ '08.02.28 13 

야계사방 사업(횡성 서원 옥계) '07.04.16 '07.04.18 ∼ '07.07.06 139 

야계사방 사업(고성 중왕 오봉) '07.04.16 '07.04.18 ∼ '07.07.16 119 

본관청사 냉동기 및 냉각탑설치 '07.04.17 '07.04.17 ∼ '07.06.01 19 

강원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연구용역 '07.04.19 '07.04.19 ∼ '07.07.31 47 

DMZ박물관 건립(자동제어) '07.04.19 '07.04.19 ∼ '07.06.01 220 

DMZ박물관 건립(펌프 및 수처리) '07.04.20 '07.04.20 ∼ '07.06.01 190 

DMZ박물관 건립(저압반) '07.04.20 '07.04.20 ∼ '07.06.01 232 

DMZ박물관 건립(특고압반) '07.04.20 '07.04.20 ∼ '07.06.01 92 

DMZ박물관 건립(무대기계장치) '07.04.20 '07.04.20 ∼ '07.06.01 57 

DMZ박물관 건립(냉난방) '07.04.20 '07.04.20 ∼ '07.06.01 269 

DMZ박물관 건립(공기조회기) '07.04.20 '07.04.20 ∼ '07.06.01 273 

도의회 전기조작판(MCC) 제조 '07.04.24 '07.04.24 ∼ '07.05.18 24 

축분처리용 톱밥 '07.04.26 '07.04.26 ∼ '07.12.31 32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복원 타당성 용역 '07.04.27 '07.04.27 ∼ '08.01.11 84 

사방댐 설치공사(양양 서 공수전) '07.04.27 '07.04.30 ∼ '07.07.18 98 

사방댐 설치공사(양양 현남 상월천) '07.04.27 '07.04.30 ∼ '07.07.18 103 

사방댐 설치공사(인제 북 월학) '07.04.27 '07.04.30 ∼ '07.07.18 131 

사방댐 설치공사(삼척 원덕 노곡) '07.04.27 '07.04.30 ∼ '07.07.18 132 

사방댐 설치공사(삼척 노곡 중마읍) '07.04.27 '07.04.30 ∼ '07.07.18 137 

사방댐 설치공사(강릉 왕산 목계) '07.04.27 '07.04.30 ∼ '07.07.18 169 

사방댐 설치공사(고성 간성 어천) '07.04.27 '07.04.30 ∼ '07.07.28 203 

사방댐 설치공사(고성 거진 송정) '07.04.27 '07.04.30 ∼ '07.08.02 95 

사방댐 설치공사(동해 비천) '07.04.27 '07.04.30 ∼ '07.08.06 122 

사방댐 설치공사(동해 단봉) '07.04.27 '07.04.30 ∼ '07.09.06 127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원주 지정 월송외7) '07.04.30 '07.04.30 ∼ '07.06.05 11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신기외2) '07.05.01 '07.05.01 ∼ '07.05.21 19 

교육행정시스템 재구축 용역(인재개발원) '07.05.01 '07.05.04 ∼ '07.08.31 26 

도의회 기계실 모터보호장치 제작 '07.05.02 '07.05.02 ∼ '07.05.18 11 

도유림 임도 구조개량사업 '07.05.03 '07.05.03 ∼ '07.10.30 272 

지방도446호 율전지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05.07 '07.05.07 ∼ '07.06.05 10 

의용소방대원 피복류 구입 '07.05.08 '07.06.07 ~ '07.06.07 24 

태백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07.05.08 '07.05.08 ∼ '07.05.15 11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평창 도암 횡계) '07.05.10 '07.05.10 ∼ '07.07.28 160 

태백소방서 화전센터 차고교체 공사 '07.05.10 '07.05.10 ∼ '07.05.25 11 

교육원 율곡관 긴급보수공사 '07.05.15 '07.05.18 ∼ '07.06.15 54 

산지사방 사업(양양 서 용천) '07.05.18 '07.05.21 ∼ '07.06.29 44 

예방사방 사업(고성 현내 명파) '07.05.18 '07.05.21 ∼ '07.06.19 19 

예방사방 사업(영월 서 후탄) '07.05.18 '07.05.21 ∼ '07.06.19 41 

예방사방 사업(철원 서 와수) '07.05.18 '07.05.21 ∼ '07.06.27 32 

예방사방 사업(삼척 원덕 임원) '07.05.18 '07.05.21 ∼ '07.06.29 38 

산지사방 사업(양구 남 가오작외2) '07.05.18 '07.05.21 ∼ '07.06.29 44 

예방사방 사업(화천 화천 하) '07.05.18 '07.05.21 ∼ '07.06.29 44 

산지사방 사업(고성 거진 송정외4) '07.05.18 '07.05.21 ∼ '07.06.29 61 

산지사방 사업(영월 하송외4) '07.05.18 '07.05.21 ∼ '07.07.09 83 

산지사방 사업(화천 하남 거례) '07.05.18 '07.05.21 ∼ '07.07.09 91 

산지사방 사업(철원 김화 도창외9) '07.05.18 '07.05.21 ∼ '08.07.18 86 

지방도410호 고단리 기초보강공사 '07.05.22 '07.05.25 ∼ '07.06.24 10 

교육원 사무실 OA가구 설치 '07.05.25 '07.05.30 ∼ '07.06.13 37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타당성 용역 '07.05.28 '07.05.28 ∼ '08.02.27 44 

사방댐 설치공사(영월 북 마차) '07.05.29 '07.05.30 ∼ '07.09.09 63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북산 오항) '07.05.29 '07.05.30 ∼ '07.09.09 80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사북 오탄) '07.05.29 '07.05.30 ∼ '07.09.09 94 

사방댐 설치공사(홍천 내 율전) '07.05.29 '07.05.30 ∼ '07.09.09 121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북산 추곡) '07.05.29 '07.05.30 ∼ '07.09.09 123 

사방댐 설치공사(횡성 서원 옥계) '07.05.29 '07.05.30 ∼ '07.09.09 124 

사방댐 설치공사(횡성 청일 춘당) '07.05.29 '07.05.30 ∼ '07.09.09 186 

사방댐 설치공사(정선 남 유평) '07.05.29 '07.05.30 ∼ '07.09.16 59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사방댐 설치공사(원주 신림 금창) '07.05.29 '07.05.30 ∼ '07.09.16 139 

사방댐 설치공사(영월 수주 법흥) '07.05.29 '07.05.30 ∼ '07.09.19 206 

사방댐 설치공사(홍천 내 창촌) '07.05.29 '07.05.30 ∼ '07.09.19 234 

사방댐 설치공사(화천 상서 다목2) '07.05.29 '07.05.30 ∼ '07.09.29 79 

사방댐 설치공사(화천 상서 다목1) '07.05.29 '07.05.30 ∼ '07.09.29 106 

사방댐 설치공사(양구 방산 장평) '07.05.29 '07.05.30 ∼ '07.09.29 181 

사방댐 설치공사(영월 중동 직동) '07.05.29 '07.05.30 ∼ '07.10.01 106 

사방댐 설치공사(철원 갈말 토성) '07.05.29 '07.05.30 ∼ '07.10.24 160 

사방댐 설치공사(철원 근남 육단) '07.05.29 '07.05.30 ∼ '07.11.18 192 

사방댐 설치공사(원주 소초 둔둔) '07.05.29 '07.05.30 ∼ '07.12.22 75 

소방헬기 2호기 예비부품 구매 '07.05.30 '07.05.30 ∼ '07.05.17 50 

감자종자보급소 차항저장고 옹벽 및 배수로 설치 '07.05.31 '07.06.05 ∼ '07.08.03 23 

인재개발원 급탕보일러 수선공사 '07.06.05 '07.06.11 ∼ '07.06.13 11 

의회사무처 기계실 냉온수 펌프제작 '07.06.07 '07.06.07 ∼ '07.06.29 12 

강원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 '07.06.08 '07.06.08 ∼ '07.08.27 16 

4대 중점혁신과제 컨설팅 용역 '07.06.08 '07.06.08 ∼ '08.01.14 37 

야간관광 25시 ZONE 시범조성 연구용역 '07.06.11 '07.06.11 ∼ '08.02.20 45 

강릉종합청사 신축공사 관급(오수정화장치) '07.06.11 '07.06.11 ∼ '07.09.30 57 

강릉종합청사 신축공사 관급(보안등) '07.06.11 '07.06.11 ∼ '07.10.30 20 

강릉종합청사 신축공사 관급(냉난방기) '07.06.11 '07.06.11 ∼ '07.09.30 135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봉평 평촌외4) '07.06.15 '07.06.15 ∼ '07.06.26 78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인제 남 수산외6) '07.06.15 '07.06.15 ∼ '07.07.24 12 

TCE오염지하수 자연저감 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 '07.06.18 '07.06.20 ∼ '08.12.17 92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07.06.18 '07.06.19 ∼ '07.07.13 107 

의료원 운영방안 연구 용역 '07.06.20 '07.06.20 ∼ '08.01.03 39 

2006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평창 진부 거문) '07.06.22 '07.06.22 ∼ '07.07.02 40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스크린 설치 '07.06.22 '07.06.25 ∼ '07.06.29 29 

BSC적용 과지표개발 연구용역 '07.06.26 '07.06.26 ∼ '08.02.27 115 

위해 외래식물의 분포 실태조사 '07.06.26 '07.06.26 ∼ '08.02.27 19 

정선소방서 공기호흡기충전기 구입 '07.06.26 '07.06.26 ∼ '07.08.09 21 

토지종합정보센터 이전·설치 '07.06.27 '07.06.27 ∼ '07.08.10 18 

소방본부 냉난방설비공사 '07.07.02 '07.07.02 ∼ '07.07.19 27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동계올림픽 도민한마당 행사 기획 '07.07.03 '07.07.03 ∼ '07.07.11 5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복구(인제 인제 상동) '07.07.03 '07.04.02 ∼ '07.06.20 711 

영월소방서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 수리 '07.07.06 '07.07.06 ∼ '07.08.08 11 

간벌목의 활용성 제고 연구용역 '07.07.12 '07.07.12 ∼ '08.01.22 30 

강원수산업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07.07.15 '07.07.16 ∼ '07.10.02 18 

의용소방대 하기동복 구입 '07.07.16 '07.07.16 ~ '07.07.23 14 

지방도456호 한스농장앞 낙석방지망 설치 '07.07.18 '07.07.18 ∼ '07.08.16 10 

제11회 강원감자큰잔치 방송프로그램 제작 '07.07.19 '07.07.19 ∼ '07.08.20 25 

지방도415호 계단앞 낙석방지망 설치 '07.07.19 '07.08.07 ∼ '07.09.08 10 

교육원 다산관 내부환경 가구구입 '07.07.25 '07.07.30 ∼ '07.08.05 37 

사이버 일자리 시장 홈페이지 구축 '07.07.26 '07.07.26 ∼ '07.10.23 28 

사방댐 준설공사(양양 양양 화일) '07.07.27 '07.07.30 ∼ '07.09.09 11 

사방댐 준설공사(고성 간성 어천외1) '07.07.27 '07.07.30 ∼ '07.09.09 11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동 감정외1) '07.07.27 '07.07.30 ∼ '07.09.09 11 

사방댐 준설공사(고성 토성 성대외1) '07.07.27 '07.07.30 ∼ '07.09.09 11 

사방댐 준설공사(인제 남 어론외1) '07.07.27 '07.07.30 ∼ '07.09.09 11 

사방댐 설치공사(횡성 청일 춘당외2) '07.07.27 '07.07.30 ∼ '07.09.09 12 

사방댐 설치공사(횡성 공근 어둔외1) '07.07.27 '07.07.30 ∼ '07.09.09 14 

사방댐 설치공사(강릉 사천 석교외2) '07.07.27 '07.07.30 ∼ '07.09.09 14 

포토샵(CS3 10.0) 구입(여성정책개발센터) '07.07.27 '07.07.27 ∼ '07.08.25 14 

「평화·문화광장」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용역 '07.07.30 '07.07.30 ∼ '07.11.15 158 

제11회 강원감자큰잔치 이벤트 진행 용역 '07.07.30 '07.07.30 ∼ '07.08.20 51 

도립대학 인조잔디 EPDM 고무칩 추가설치 '07.07.30 '07.07.30 ~ '07.08.20 25 

도청 브리핑룸 무대조명 및방송설비 '07.07.31 '07.07.31 ∼ '07.08.28 113 

수자원연구소 저온냉각시스템 '07.08.01 '07.08.08 ∼ '07.08.13 19 

태고의 산림전시실 보완 공사 '07.08.02 '07.08.02 ∼ '07.09.07 14 

도홈페이지 자료번역 및 감수 용역 '07.08.14 '07.08.14 ∼ '07.10.02 12 

강원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 '07.08.16 '07.08.16 ∼ '07.12.13 18 

도정 소개책자 수정·보완 제작 '07.08.28 '07.08.28 ∼ '08.02.27 15 

산림유역관리(삼척 근덕 용화) '07.08.31 '07.09.03 ∼ '07.12.21 51 

강원도산림문화ㆍ휴양지역 계획수립 연구 '07.09.04 '07.09.04 ∼ '08.02.28 54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품구입(햅쌀) '07.09.10 '07.09.10 ∼ '07.09.14 15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조림사업(추기) 묘목구매 '07.09.11 '07.09.11 ∼ '07.11.22 632 

지방도407호 교통사고다발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07.09.12 '07.09.12 ∼ '07.09.26 10 

2010강원도형「뉴-행정혁신모델」개발 '07.09.13 '07.09.13 ∼ '08.01.07 28 

강원도 재래시장탐방단 운영 '07.09.14 '07.09.14 ∼ '07.12.27 11 

노동조합실태 및 일자리창출계획 고용효과분석 '07.09.20 '07.09.20 ∼ '08.01.24 24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만화제작 '07.09.20 '07.09.20 ∼ '08.07.29 90 

강원청년층 취업박람회행사대행 '07.09.20 '07.09.20 ∼ '07.11.20 29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선수복 구매 '07.09.27 '07.09.27 ∼ '07.10.18 17 

사방댐 설치공사(양구 방산 칠전) '07.09.27 '07.10.01 ∼ '07.12.19 80 

사방댐 설치공사(철원 갈말 지경) '07.09.28 '07.10.01 ∼ '07.12.19 62 

사방댐 설치공사(태백 하사미) '07.09.28 '07.10.01 ∼ '07.12.19 96 

북부농업시험장 관리사 보수공사 '07.10.01 '07.10.05 ∼ '07.11.03 18 

멀티슬라이드 수정제작 '07.10.05 '07.10.05 ∼ '07.10.29 11 

도유림 임도 보수사업(춘천,화천) '07.10.05 '07.10.05 ∼ '07.12.13 45 

강원도홍보브로슈어수정제작 '07.10.08 '07.10.08 ∼ '07.11.02 16 

지방도418호 현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0.08 '07.10.08 ∼ '07.11.01 18 

운행 및 통행제한 공고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07.10.09 '07.10.10 ∼ '07.10.29 15 

지방도453호 월학리 낙석방지책 정비공사 '07.10.09 '07.10.09 ∼ '07.11.07 10 

도로관리 북부지소 염화용액 교반기 보호시설 설치 '07.10.09 '07.10.15 ∼ '07.11.11 19 

지방도446호 상남지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0.10 '07.10.10 ∼ '07.11.03 18 

지방도415호 닭목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07.10.10 '07.10.10 ∼ '07.10.30 18 

홍천소방서 직원 소방피복 구입 '07.10.10 '07.10.10 ∼ '07.11.12 14 

산채시험장 관리사방수공사 '07.10.12 '07.10.17 ∼ '07.11.15 18 

도로관리북부지소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공사 '07.10.12 '07.10.15 ∼ '07.11.03 14 

본청 전력감시제어반 제작 '07.10.16 '07.10.16 ∼ '07.11.22 23 

투자유치상품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07.10.17 '07.10.17 ∼ '08.02.27 75 

지방도409호선 옥계2지구 도로변절개지 정비 '07.10.18 '07.10.23 ∼ '07.11.21 17 

국가지원지방도82호선 주천지구 도로변절개지 정비 '07.10.18 '07.10.23 ∼ '07.11.21 10 

염화칼슘 인양용 호이스트 구입 및 설치 '07.10.19 '07.10.19 ∼ '07.11.07 17 

단구 119안전센터 사무실 집기규 구입 '07.10.19 '07.10.19 ∼ '07.10.27 20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역탐방행사 '07.10.24 '07.10.24 ∼ '07.10.29 29 

원동∼마교간관급(ups) '07.10.24 '07.10.24 ∼ '07.12.31 19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내수면갭라시험장 가온시설 보강 '07.10.24 '07.10.24 ∼ '07.11.22 19 

도의회청사 증축 전기소방공사 감리용역 '07.10.24 '07.10.25 ∼ '08.09.24 18 

도의사당 증축 폐기물 처리용역 '07.10.24 '07.10.24 ∼ '08.09.18 11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신림터널 소방시설보강 '07.10.25 '07.10.30 ∼ '07.11.28 17 

지방도408호선 영동2터널 소방시설보강 '07.10.25 '07.10.29 ∼ '07.11.27 19 

지방도460호선 해산터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공사 '07.10.25 '07.10.30 ∼ '07.11.28 10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평창 방림 계촌) '07.10.25 '07.10.29 ∼ '08.01.26 236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인제 기린 북) '07.10.25 '07.10.29 ∼ '08.02.05 339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인제 인제 가리산) '07.10.25 '07.10.29 ∼ '08.02.05 397 

수산자원연구소 배양동 기계시설 동작감시반 설치 '07.10.25 '07.10.25 ∼ '07.11.27 11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횡성 안흥 지구) '07.10.26 '07.10.29 ∼ '07.12.07 55 

자연환경연구공원 동물박제 구입 '07.10.26 '07.10.26 ∼ '07.12.10 20 

지방도446호 상남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1.02 '07.11.02 ∼ '07.11.26 17 

지방도446호 율전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1.02 '07.11.02 ∼ '07.11.26 17 

지방도446호 생둔지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1.02 '07.11.05 ∼ '07.11.29 16 

원주소방서 2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07.11.02 '07.11.03 ∼ '07.11.28 22 

자연환경연구관 실험기자재실 증축공사(전기) '07.11.02 '07.11.02 ∼ '07.12.28 12 

국지도56호 미시령제설창고 비상발전기설치공사 '07.11.03 '07.11.05 ∼ '07.12.24 19 

2007년 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서제작 '07.11.05 '07.11.05 ∼ '07.11.19 14 

도립대학 인조잔디테니스장 설치공사 '07.11.05 '07.11.05 ~ '07.12.24 18 

도립대학 인조잔디 테니스장 관급자재 구입(휀스) '07.11.05 '07.11.05 ~ '07.12.30 18 

지방도424호상반천지구낙성위험지구정비공사 '07.11.05 '07.11.07 ∼ '07.12.06 20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홍천 화촌 야시대) '07.11.05 '07.11.07 ∼ '07.12.26 40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춘천 북산 물로외3) '07.11.05 '07.11.07 ∼ '08.01.05 53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정선 북 구절외2) '07.11.05 '07.11.07 ∼ '08.01.05 61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삼척 원덕 임원외3) '07.11.05 '07.11.07 ∼ '08.01.15 64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영월 북 문곡외5) '07.11.05 '07.11.07 ∼ '08.01.15 81 

속초소방서 의용소방대 피복 구입 '07.11.05 '07.11.05 ∼ '07.11.16 13 

지방도415호 보광지구 게비온 설치공사 '07.11.06 '07.11.08 ∼ '07.12.02 17 

국지88호선 신일리지구 선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07.11.06 '07.11.12 ∼ '08.03.01 11 

춘천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물품 구입 '07.11.06 '07.11.06 ∼ '07.12.18 10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61호 원명토건옆) '07.11.07 '07.11.07 ∼ '08.01.05 16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53호 돌산령 대암산입구) '07.11.07 '07.11.08 ∼ '08.01.06 17 

지방도494호선 중방대지구 도로변절개지 정비 '07.11.07 '07.11.07 ∼ '07.12.06 20 

내소면개발시험장 수조개조공사 '07.11.08 '07.11.08 ∼ '07.11.24 15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03호 공수리) '07.11.08 '07.11.08 ∼ '08.01.06 17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61호 파포리) '07.11.08 '07.11.12 ∼ '08.01.10 14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61호 다목리) '07.11.08 '07.11.12 ∼ '08.01.10 21 

지방도494호선 단월지구 도로변절개지 정비공사 '07.11.08 '07.11.08 ∼ '07.12.07 2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인제 덕산외11) '07.11.08 '07.11.12 ∼ '07.12.01 70 

사방댐공사(춘천시 외7개 시군) '07.11.08 '07.11.12 ∼ '07.12.06 49 

여성정책개발센터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 '07.11.08 '07.11.09 ~ '07.12.07 11 

영월소방서 원격국 피뢰설비 설치 '07.11.08 '07.11.08 ∼ '07.12.07 13 

축산기술연구센터 축분처리용 톱밥(추경) '07.11.09 '07.11.09 ∼ '07.12.31 24 

재활병원 신축부지 문화재발굴(시굴) 조사용역 '07.11.12 '07.11.12 ∼ '07.12.24 87 

국가지원지방도56호(신술터널구간) 보수공사 '07.11.12 '07.11.12 ∼ '07.12.11 19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지461호 화천 인삼밭옆) '07.11.12 '07.11.13 ∼ '08.02.10 15 

지방도403호 고탄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07.11.12 '07.11.12 ∼ '07.12.11 20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07.11.13 '07.11.13 ∼ '08.01.14 12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효성중기 윤익한) '07.11.13 '07.12.01 ∼ '08.02.29 14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영월권) '07.11.13 '07.12.01 ∼ '08.02.29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춘천권) '07.11.13 '07.12.01 ∼ '08.02.29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홍천,춘천권) '07.11.13 '07.12.01 ∼ '08.02.29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횡성,평창권) '07.11.13 '07.12.01 ∼ '08.02.29 15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공중화장실 배수로 공사 '07.11.13 '07.11.13 ∼ '07.12.12 11 

새주소사업홍보용팜플렛제작 '07.11.14 '07.11.14 ∼ '07.12.11 16 

산채비가림하우스 주변울타리설치공사 '07.11.14 '07.11.14 ∼ '07.12.13 12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한서건기 홍왕기) '07.11.14 '07.12.01 ∼ '08.02.29 14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한서건기 박상은) '07.11.14 '07.12.01 ∼ '08.02.29 12 

영월소방서 동절기 차량소모품 구입 '07.11.14 '07.11.14 ∼ '07.11.26 13 

개발행위의허가 제한지역지정 용역 '07.11.14 '07.11.14 ∼ '07.12.23 15 

별관4층 회의실 집기(연수용테이블) 구매 '07.11.15 '07.11.15 ∼ '07.11.21 11 

2008년도 당초예산(안)사업설명자료제작 '07.11.15 '07.11.15 ∼ '07.11.19 18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의 연계발전 연구용역 '07.11.15 '07.11.15 ∼ '08.09.20 268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관찰로시설 및 경계목 설치공사 '07.11.15 '07.11.15 ∼ '07.12.04 19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용역 '07.11.19 '07.11.19 ∼ '08.01.15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한서건기 이종술) '07.11.19 '07.12.01 ∼ '08.02.29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한서건기 박우민) '07.11.19 '07.12.01 ∼ '08.02.29 15 

무선통신장치(기지국용 무전기)구매 설치 '07.11.20 '07.11.20 ∼ '07.12.14 14 

긴급구조시스템 출동지령단말기구매 설치 '07.11.20 '07.11.20 ∼ '07.12.20 15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동광중기 김상묵) '07.11.20 '07.12.01 ∼ '08.02.29 15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서화 천도) 07.11.21 '07.11.26 ∼ '07.12.25 10 

제설장비(그레이더) 임차용역(세보건기 최세봉) '07.11.21 '07.12.01 ∼ '08.02.29 15 

제설장비임차용역(지방도415호선) '07.11.21 '07.12.01 ∼ '08.03.09 1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남 수산) '07.11.21 '07.11.26 ∼ '07.12.25 19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인제 가리산) '07.11.21 '07.11.26 ∼ '08.01.05 75 

토지종합정보센터 자동백업시스템 구매 설치 '07.11.22 '07.11.22 ∼ '07.12.12 15 

소방헬기 1호기 10년 및 1800시간 외주정비 검사 '07.11.22 '07.11.22 ∼ '08.02.29 210 

8월집중호우 복구공사(동수리) 폐기물처리용역 '07.11.22 '07.11.22 ∼ '08.02.19 17 

제설장비임차용역(지방도421,424호선증산~몰운) '07.11.22 '07.12.01 ∼ '08.03.09 17 

제설장비임차용역(지방도424,421호선어평~고한) '07.11.22 '07.12.01 ∼ '08.03.09 17 

지방도416호선노경지구게비온설치공사 '07.11.22 '07.11.23 ∼ '07.12.22 19 

제설장비임차용역(지방도424호선) '07.11.22 '07.12.01 ∼ '08.03.09 17 

제설장비임차용역(지방도424,421호선덕우~토산) '07.11.22 '07.12.01 ∼ '08.03.09 17 

아이스슬레지 하키팀 장비 구입 '07.11.23 '07.11.23 ∼ '07.12.10 19 

경제자유구역 평가장 준비 및 진행 용역 '07.11.23 '07.11.23 ∼ '07.12.10 28 

8월집중호우 복구공사(철원 고석정자동차 앞) '07.11.23 '07.11.23 ∼ '08.01.21 14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07.11.23 '07.11.23 ∼ '07.12.04 13 

소방조직 활성화를 위한 리더쉽 향상 특별교육 '07.11.26 '07.11.26 ∼ '07.12.10 41 

지방도424호선댓재지구위험도로정비공사 '07.11.26 '07.11.03 ∼ '07.12.29 15 

영월소방서 직원피복(가죽잠바) 구입 '07.11.26 '07.11.26 ∼ '07.12.26 19 

지방도403호선 덕두원지구 정비공사 '07.11.27 '07.11.27 ∼ '07.12.26 20 

2006년도 수해백서제작 '07.11.28 '07.11.28 ∼ '08.02.20 19 

소방헬기 2호기 정비용 예비부품 구매 '07.11.29 '07.11.29 ∼ '07.02.27 11 

해외조사료 생산·반입 이용방안 연구용역 '07.11.29 '07.11.29 ∼ '08.08.08 43 

8월집중호우 복구공사(평화생명공원앞) '07.11.29 '07.11.29 ∼ '08.01.27 16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자연휴양림 간이집 수정 설치공사 '07.11.29 '07.11.29 ∼ '07.12.24 10 

사방댐 설치공사(화천 상서 다목외1) '07.11.30 '07.12.03 ∼ '07.12.22 10 

사방댐 준설공사(인제 남 신남외1) '07.11.30 '07.12.03 ∼ '07.12.22 14 

사방댐 준설공사(인제 인제 가리산) '07.11.30 '07.12.03 ∼ '07.12.22 14 

사방댐 준설공사(인제 인제 덕산외1) '07.11.30 '07.12.03 ∼ '07.12.22 15 

사방댐 설치공사(영월 중동 연상) '07.11.30 '07.12.03 ∼ '07.12.22 18 

사방댐 준설공사(인제 인제 귀둔외2) '07.11.30 '07.12.03 ∼ '07.12.22 20 

사방댐 설치공사(홍천 동 노천외3) '07.11.30 '07.12.03 ∼ '07.12.22 21 

사방댐 준설공사(양구 남 가오작리외3) '07.11.30 '07.12.03 ∼ '07.12.22 39 

사방댐 설치공사(홍천 두촌 자은외2) '07.11.30 '07.12.03 ∼ '07.12.22 43 

2008년도 직원업무수첩제작 '07.12.03 '07.12.03 ∼ '07.12.26 19 

2006년도 도정백서제작 '07.12.03 '07.12.03 ∼ '07.12.27 21 

강원도청 본관청사3층 팬코일 유이트교체 '07.12.06 '07.12.06 ∼ '07.12.31 29 

수산자원연구소 전복순환여과 장치 설치 '07.12.07 '07.12.07 ∼ '08.02.06 156 

자연호나경연구사업소 역삼투압 필터 구입 '07.12.07 '07.12.07 ∼ '07.12.13 18 

재래시장 원산지가격표시판제작 '07.12.10 '07.12.10 ∼ '07.12.28 12 

지방도421호 선무릉지구 게비온설치공사 '07.12.10 '07.12.11 ∼ '08.01.09 16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07.12.11 '07.12.11 ∼ '07.01.18 13 

새주소시업홍보용배너제작 '07.12.13 '07.12.13 ∼ '07.12.31 15 

연말부랑인,노숙인,시설 등 어려운 이웃 위문품 '07.12.13 '07.12.13 ∼ '07.12.20 19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07.12.13 '07.12.13 ∼ '07.12.28 16 

강원통계연보제작 '07.12.14 '07.12.14 ∼ '08.02.14 17 

재해대비비축용 방역소독약품 구입 '07.12.14 '07.12.14 ∼ '07.12.21 11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삼척 노곡 주지) '07.12.14 '07.12.17 ∼ '08.03.15 12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철원 서 자등) '07.12.14 '07.12.17 ∼ '08.03.25 13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화천 하남 서오지) '07.12.14 '07.12.17 ∼ '08.03.25 13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영월 하동 주문) '07.12.14 '07.12.17 ∼ '08.03.25 190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인제 북 원통) '07.12.14 '07.12.17 ∼ '08.04.04 226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고성 토성 도원) '07.12.14 '07.12.17 ∼ '08.04.04 299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인제 남 신남) '07.12.14 '07.12.17 ∼ '08.04.04 332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춘천 사북 고성) '07.12.14 '07.12.17 ∼ '08.04.04 381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홍보 브로슈어제작 '07.12.18 '07.12.18 ∼ '08.02.28 20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강원도자치법규집발간 '07.12.18 '07.12.18 ∼ '08.02.25 21 

암호화모듈 소프트웨어구매 설치 '07.12.18 '07.12.18 ∼ '08.01.04 21 

우량종자생산위한 토양개량 흙구입 '07.12.18 '07.12.18 ∼ '08.02.28 20 

자연환경정보제공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 '07.12.18 '07.12.18 ∼ '08.01.25 15 

원덕안전센터 옥상 방수 '07.12.19 '07.12.19 ∼ '08.02.25 20 

강원도훈련예규집 대본 발간 '07.12.20 '07.12.20 ∼ '08.02.25 12 

2008당초예산서 및 2007제2회추경예산서제작 '07.12.20 '07.12.20 ∼ '08.01.08 15 

지방도424호화암지구가드레일설치공사 '07.12.20 '07.11.13 ∼ '08.01.09 12 

로우더 장착용 제설기 및 퀵머플러 구입 '07.12.20 '07.12.20 ∼ '08.02.02 21 

실험기자재실 공용장비 구입 '07.12.20 '07.12.20 ∼ '08.01.19 21 

2008년도 소방공무원 업무수첩제작 '07.12.21 '07.12.21 ∼ '08.01.04 19 

무선원격수위계측기 LCD전자 상황판제작 '07.12.21 '07.12.21 ∼ '08.02.12 13 

강원도민회관 대회의실 집기류 구입 '07.12.21 '07.12.21 ∼ '08.01.15 18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인제 인제 가리산) '07.12.21 '07.12.24 ∼ '08.04.11 225 

2006호우피해지 야계사방 복구(영월 중동 직동) '07.12.21 '07.12.24 ∼ '08.04.21 379 

사방댐 설치공사(평창 대관령 용산) '07.12.21 '07.12.26 ∼ '08.12.25 2,210 

사무 집기류등 구입 '07.12.21 '07.12.21 ∼ '08.01.16 14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공동용역 '07.12.24 '07.12.24 ∼ '08.01.15 147 

전작물 생산용 퇴비구입 '07.12.24 '07.12.24 ∼ '08.02.28 1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남 신남3) '07.12.24 '07.12.27 ∼ '08.03.25 8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인제 기린 현리(6)) '07.12.24 '07.12.27 ∼ '08.03.25 101 

사방댐 설치공사(철원 서 자등) '07.12.24 '07.12.27 ∼ '08.03.25 10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인제 남 수산3) '07.12.24 '07.12.27 ∼ '08.03.25 107 

사방댐 설치공사(양양 현북 장) '07.12.24 '07.12.27 ∼ '08.03.25 114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강릉 구정 구정) '07.12.24 '07.12.27 ∼ '08.03.25 117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 복구(영월 영월 연하2) '07.12.24 '07.12.27 ∼ '08.03.25 133 

사방댐 설치공사(인제 남 부평) '07.12.24 '07.12.27 ∼ '08.03.25 168 

2006호우피해지 사방댐공사(평창 용평 이목정4) '07.12.24 '07.12.27 ∼ '08.04.14 147 

사방댐 설치공사(원주 문막 취병) '07.12.24 '07.12.27 ∼ '08.04.14 174 

산림개발연구원 앰프 및 음향시설 보수 공사 '07.12.24 '07.12.24 ∼ '08.01.14 18 

수산자원연구소 해수인입배관 교체공사 '07.12.24 '07.12.24 ∼ '08.01.24 14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07.12.24 '07.12.24 ∼ '08.01.31 83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비고계약기간

(단위 :백만원)

태백소방서 밧데리식 인명구조기구 구입 '07.12.24 '07.12.24 ∼ '07.12.31 13 

119긴급구조상황실 홍보사진 디스플레이 제작 '07.12.26 '07.12.26 ∼ '08.02.05 11 

차량동원업무추진용 서식제작 '07.12.26 '07.12.26 ∼ '08.01.22 14 

도로관리사업소 덤프트럭(15t) 구입 '07.12.26 '07.12.26 ∼ '08.01.25 81 

식물조직배양관련 연구기자재 구입 '07.12.26 '07.12.26 ∼ '08.02.14 13 

미생물분석관련 연구기자재 및 교육기자재 구입 '07.12.26 '07.12.26 ∼ '08.02.13 11 

도로표지판 보강 및 안내표지판 설치 '07.12.26 '07.12.26 ∼ '08.02.05 18 

강원도 종합 수산홍보물 제작 '07.12.26 '07.12.27 ∼ '08.02.09 13 

인공어초 시설예정지 적지조사 용역 '07.12.26 '07.12.26 ∼ '08.01.31 13 

D/B관리 시스템구축용문서자동화 스캔장비 '07.12.27 '07.12.27 ∼ '08.02.28 22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사북 신포) '07.12.27 '07.12.31 ∼ '08.04.19 104 

사방댐 설치공사(춘천 동산 군자) '07.12.27 '07.12.31 ∼ '08.04.19 108 

해수여과기제작 설치 '07.12.27 '07.12.27 ∼ '08.02.02 93 

자연환경연구관내 곤충표본전시코너 설치공사 '07.12.27 '07.12.27 ∼ '08.01.17 22 

자연환경 교육용 무선송수신기 구입 '07.12.27 '07.12.27 ∼ '08.01.07 15 

강원문화재대관제작 '07.12.28 '07.12.28 ∼ '08.02.20 20 

평창강 매장문화재 발굴(시굴) 조사용역 '07.12.28 '07.12.28 ∼ '08.06.13 162 

행정혁신모델전략수행맵(Map)설계 '07.12.28 '07.12.28 ∼ '08.02.28 29 

동해소방서 직원 가죽잠바 구입 '07.12.28 '07.12.28 ∼ '08.01.27 16 

사방댐 설치공사(횡성 갑천 대관대) '07.12.28 '07.12.31 ∼ '08.04.09 108 

영월소방서 소화전 보수 '07.12.28 '07.12.28 ∼ '08.02.18 10 

자연환경연구공원 곤충표본구입 '07.12.28 '07.12.28 ∼ '08.01.25 18 

지방세 과표산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07.12.31 '07.12.31 ∼ '08.02.28 390 

청사 전자지계경비시스템 운영용역 '07.12.31 '07.12.31 ∼ '08.02.28 33 

강촌119안전센터 외벽창호 및 캐노피 설치공사 '07.12.31 '07.12.31 ∼ '08.01.3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