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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15건) 83,168,955,240 76,416,803,780 71,148,307,750 10,425,759,000 1,594,888,490

청정에너지정책
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국산풍력발전 시범
사업추진(국고) 시설비 5,836,800,000 5,509,390,960 3,650,463,570 2,186,336,43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대형풍력발전기 운반용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소요

청정에너지정책
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국산풍력발전 시범
사업추진(국고) 시설부대비 25,800,000 10,000,000 10,000,000 15,800,00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대형풍력발전기 운반용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소요

기업유치과 무역및투자유치 동해안 경제자유
구역 지정 추진

사무관리비 263,200,000 125,685,340 125,685,340 59,640,000 77,874,660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정계획 시달 지연 및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안) 미확정에 따른 제작용역 중지로 사
업기간 추가소요

기업유치과 무역및투자유치 동해안 경제자유
구역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 721,000,000 651,000,000 70,000,000
정부(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및 평가지침 등 지정계획 
시달 지연

도로교통과 도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국고) 시설부대비 190,000,000 87,990,700 87,990,700 102,009,000 300

장기계속공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감리비 등 부대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709,854,160 672,200,020 672,200,020 37,654,140

낮은 감정가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
상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35,948,498,800 35,700,378,740 35,700,378,740 248,120,060
낮은 감정가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
상비 및 부대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시설부대비 200,000,000 160,946,400 160,946,400 39,052,800 800
낮은 감정가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
상비 및 부대비 이월

재난방재과 수자원
하천 재해예방(

국고) 시설비 22,247,310,000 18,617,486,600 18,617,486,600 3,629,823,400
토지소유자 감정가 불응 및 재산상속 절차 등 보상협
의 지연으로 보상비 및 부대비 이월

재난방재과 수자원
하천 재해예방(

국고) 시설부대비 52,690,000 30,398,000 30,398,000 22,292,000
토지소유자 감정가 불응 및 재산상속 절차 등 보상협
의 지연으로 보상비 및 부대비 이월

재난방재과 수자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추진(국고) 시설비 2,339,712,280 2,315,249,750 2,315,249,750 24,462,53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불응 등 보
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 이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지방도유지보수및
시설물안전관리 재료비 482,090,000 482,077,270 377,398,690 104,678,580 12,730

중국 등 잦은 설해로 인해 재설자재 품귀현상으로 납
품업체 납기 지연

기획총괄과 해양수산ㆍ어촌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국고) 사무관리비 212,625,000 212,625,000 78,928,940 133,696,06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
가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기간 추가소요

기획총괄과 해양수산ㆍ어촌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국고) 기타보상금 13,406,375,000 11,959,375,000 9,217,781,000 2,741,594,000 1,447,000,00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
가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기간 추가소요

기획총괄과 해양수산ㆍ어촌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국고) 시설비 533,000,000 533,000,000 103,400,000 429,600,000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
가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기간 추가소요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