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주요도정 영상기록물 보존 및 홍보 활성화 추진 계 408,600          407,973          

 -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405-01 374,400          373,773          

 - 동영상 편집 및 전송시스템 405-01 34,200             34,200             

 주요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계 110,000          110,000          

 -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용역 207-01 45,000             45,000             용역기간 장기소요(`08.11월~`09.4월)

 -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용역 207-01 65,000             65,000             용역기간 장기소요(`08.11월~`09.6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계 100,000          53,000             

 - 디자인강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7-01 100,000          53,000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국고) 계 282,000          282,000          

 - 특화시설 개보수(별자리 관측소 설치) 401-04 282,000          282,000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장 건설 계 1,005,733       753,135          

 - 2009스노보드선수권대회 빅에어 경기장 건설 401-04 1,000,000       750,000          

401-06 5,733               3,135               

 중도관광지 개발 계 600,000          600,000          

 -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207-01 200,000          200,000          

 -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 처리 401-04 400,000          400,000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계 245,500          121,500          

  - 홍천강 수질·생태·경관관리 연구 207-01 245,500          121,500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외자유치 사업자 선정 및 주민보상
지연

 관광지조성 및 개발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용역기간 장기소요
('08.03월 ~ '09.03월)

 물자원 가치제고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

경기장 건설 및 해체기간 장기소요
('08.9월~'09.4월)

 국제동계대회(행사)개최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 변경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명시이월사업조서

정책·단위·세부사업

 도정의 기획조정

 기획조정기능강화

 뉴스타트강원 추진

용역기간 장기소요
(`08.7월~`09.3월)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 실현

 도정홍보기획지원

통합시스템(사진, 동영상, 문서 등)
구축을 위한 검증 기간이 장기소요

 도정홍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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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국고) 계 1,256,731       1,256,731       

 - 음압시설 확충 401-04 1,005,128       1,005,128       

 - 음압장비 확충 405-01 251,603          251,603          

 사방사업(국고) 계 17,475,041     10,343,750     

 - 사방사업 401-04 17,049,992     10,063,514     

401-05 306,968          182,475          

401-06 118,081          97,761             

 씨감자저장고 신축(국고) 계 2,688,249       2,368,370       

 - 저장고 신축 401-02 112,800          19,629             

401-04 2,509,449       2,282,741       

401-05 54,000             54,000             

401-06 12,000             12,000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추진(국고) 계 3,000,000       3,000,000       

 -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401-04 2,934,900       2,934,900       

401-05 39,300             39,300             

401-06 25,800             25,800             

 3G 프로젝트 사업추진 계 100,000          76,500             

 - 3G 프로젝트 연구용역 207-01 100,000          76,500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계 930,000          651,000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207-01 930,000          651,000          

 프로젝트 개발추진 계 178,175          48,000             

 - 유망분야 투자상품 발굴용역 207-01 178,175          48,000             

 온실가스감축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용역기간 장기소요
('08.11월~'09.3월)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사방사업 공사 기간 장기소요

 산림관리 및 보전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용역기간 장기소요
('08.4월~'09.10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에너지 개발보급

국산풍력발전기 인증 획득 및 부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대응추진

용역기간 장기소요
('08.7월~'09.5월)

 보건·의료 기반조성

최종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보건·의료 시설확충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지분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 장기소요
( '08.10월~'09.9월)

 씨감자저장고 관리운영

 건강한 사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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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지원 계 3,500,000       3,500,000       

 - 강원테크노파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건물 건립 306-01 3,500,000       3,500,000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국고) 계 300,000          300,000          

 - 강원혁신도시 정보교류 통합네트워크 구축 207-02 300,000          300,000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590,000 40,000 

 - 공사감리 401-05 590,000          40,000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530,000 7,000 

 - 공사감리 401-05 530,000          7,000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20,420,000 12,347,000 

 -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401-04 19,789,000     12,000,000     

 - 공사감리 401-05 631,000          347,000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340,000 44,000 

 - 공사감리 401-05 340,000          44,000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356,000 80,000 

 - 공사감리 401-05 356,000          80,000             

 도로교통망 확충

감리계약기간 미도래
('08.3월~'09.4월)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감리계약기간 미도래
('08.1월~'09.3월)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감리계약기간 미도래
('08.3월~'09.4월)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최종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감리계약 기간 미도래
('08.2월~'09.12월)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감리계약기간 미도래
('08.3월~'09.3월)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지역성장 견인

혁신도시 연계발전 연구 용역 기간
연장('08.12월)으로 최종 연구결과
반영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

 공공기관이전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2단계(전임
상시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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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지방도 터널화 추진 계 2,502,000 82,000 

 - 지방도 터널화(8개소) 401-05 2,502,000       82,000             

 지방도 확포장 추진 계 1,047,000 165,000 

 - 법천~정산간 확포장 401-04 30,000             30,000             

 - 간평~횡계IC간 확포장 401-04 30,000             30,000             

 - 강촌~창촌간 확포장 401-04 40,000             40,000             

 - 지방도 확포장(6개소) 401-05 947,000          65,000             

 하천 재해복구 추진 계 748,350          748,350          

 - '08.8.2~8.3하천재해복구(인북천) 401-04 743,591          743,591          

401-06 4,759               4,759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국고) 계 5,485,150       2,339,713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01-04 5,485,150       2,339,713       

 지적측량 성과관리 업무추진 계 68,000             68,000             

  - 간성기선 보존관리 401-03 68,000             68,000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계 1,710,000       1,467,798       

 - 소방차량 구입(화학차, 굴절차, 펌프차) 405-01 1,710,000       1,467,798       

 구급체계 구축(국고) 계 1,200,000       1,200,000       

 - 구급차량 구입(중환자용) 405-01 1,200,000       1,200,000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토지 손실보상협의 지연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운영

 하천환경 개선

최종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08.10월~'09.7월)

 하천 재해예방사업

 하천환경 개선

평창 고길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연말에 완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하천 재해예방사업

 도로교통망 확충

감리계약기간 미도래
('08.2월~'09.3월)

 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최종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지방도 확충

 안전강원 소방환경구축

제작업체 사정에 따른 납품 지연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에서 구급차량 표준규격서
작성 지연(소방청 10.23 시달)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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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구조·구급대 확충(국고) 계 600,000          250,000          

 - 구조공작차 구입(3대) 405-01 600,000          250,000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계 3,000,000       3,000,000       

 - 소방헬기 교체구입(채무부담행위 상환) 405-01 3,000,000       3,000,000       

 지방어항건설(국고) 계 4,986,500       400,000          

 - 지방어항건설 401-04 4,986,500       400,00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근해어선)(국고) 계 12,705,000     12,705,000     

 - 근해어선 구조조정 201-01 212,625          212,625          

301-12 11,959,375     11,959,375     

401-04 533,000          533,000          

 홍해삼종묘생산시설(국고) 계 1,163,220       1,145,700       

 -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401-04 1,163,220       1,145,700       

 해안침식 물리조사용역 계 200,000          103,480          

 - 해안침식물리조사 용역 207-01 200,000          103,480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계 295,000          277,000          

 - 어촌관광진흥 2015 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207-01 295,000          277,000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용역기간 장기소요
('08.4월~'09.4월)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입찰 및 실시설계 등 장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 부족

 기르는어업 육성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용역기간 장기소요
('08.4월~'09.8월)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환경영향평가 기간
장기 소요로 공사 중지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최종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생산 기반시설 확충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제작업체 사정에 따른 납품 지연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외자 구매로 제작기간 장기소요
('07.12월~'09.5월)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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