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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14건) 51,895,458,200 51,332,686,072 49,433,938,512 1,957,949,940 503,569,748

지역도시과 지역및도시
설악관광단오문화
권 특정지역 지정개

발
연구용역비 11,500,000 11,500,000 11,500,000

200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나,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추가소요

도로교통과 도로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부대비 5,000,000 3,699,210 3,699,210 1,300,790

장기계속공사로 책임감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부대
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부대비 25,009,000 21,009,000 21,009,000 4,000,000

장기계속공사로 책임감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부대
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남산~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부대비 5,000,000 5,000,000

장기계속공사로 책임감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부대
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와석재 도로 확
포장공사(국고) 시설부대비 5,000,000 1,284,500 1,284,500 3,715,500

장기계속공사로 책임감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부대
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447,335,140 404,929,050 404,929,050 42,406,090

낮은 보상가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
상비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33,635,920,060 33,635,918,822 33,494,918,422 141,000,400 1,238
지방도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준공 미도래 등으로 이월

도로교통과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

선(국고) 시설비 10,329,000,000 10,329,000,000 10,249,142,000 79,858,000
국방부 행정절차 지연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협의 지
연으로 보상비 이월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119 구조구급대 

확충(국고)
자산및물품취득

비 1,359,100,000 1,359,096,680 1,314,330,750 44,765,930 3,320
외자물자 생산 및 확보 지연에 따른 납품기간 추가 소
요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청사 신·증
축 및 시설 보수 시설비 1,199,568,000 1,199,552,810 785,163,580 414,389,230 15,190 기존 건축물 세입자 퇴거 불응 및 인근주민 민원제기 해결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기간 추가소요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청사 신·증
축 및 시설 보수 감리비 14,520,000 10,970,000 10,970,000 3,550,000 기존 건축물 세입자 퇴거 불응 및 인근주민 민원제기 해결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기간 추가소요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청사 신·증
축 및 시설 보수 시설부대비 6,912,000 4,132,000 4,132,000 2,780,000 기존 건축물 세입자 퇴거 불응 및 인근주민 민원제기 해결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기간 추가소요

수산개발과 해양수산ㆍ어촌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국고) 기타보상금 4,688,594,000 4,188,594,000 3,155,330,000 1,033,264,000 500,000,000
200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
가 사업자 모집절차 등 기간 추가소요

수산개발과 해양수산ㆍ어촌
소돌항건설(국고

) 시설비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이행 기간 과다소요 및 해상
기후 악화로 인한 착공지연으로 공사기간 추가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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