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133건) 443,460,089,300 321,189,642,214 246,144,908,384 64,679,163,860
31,432,145,890

(17,914,652,000)
91,407,059,116 9,796,812,050

글로벌사업단 일반행정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 2,990,000,000 43,750,000 43,750,000 2,946,250,000

글로벌사업단 일반행정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 시설부대비 10,000,000 10,000,000

기획관실 일반행정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18,000,000 545,621,000 248,306,500 137,982,500 180,000,000 51,711,000

디엠제트정책담
당관실

지역및도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650,000,000 650,000,000
650,000,000

(500,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관광정책과 관광 관광지 개발(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5,841,900,000 5,841,900,000 3,203,900,000
2,638,000,000

(1,048,000,000)

관광정책과 관광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8,635,900,000 6,685,900,000 868,400,000
5,817,500,000

(4,475,000,000)
1,950,000,000

관광정책과 관광 문화관광자원 개발(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9,457,500,000 9,457,500,000 6,157,500,000
3,300,000,000

(3,300,000,000)

관광정책과 관광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1,950,000,000 1,950,000,000 1,300,000,000
650,000,000

(500,000,000)

관광정책과 관광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국고) 전산개발비 663,500,000 631,125,900 491,125,900 140,000,000 32,374,1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연구용역비 100,000,000 2,700,000 2,700,000 97,3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3,931,000,000 3,931,000,000 1,466,000,000
2,465,000,000

(1,45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속초 생활체육공원 조성(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1,393,000,000 1,393,000,000
1,393,000,000
(95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도 체육회관 건립 시설비 1,500,000,000 463,729,000 22,419,000 1,477,581,000

체육진흥과 체육 속초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616,000,000 616,000,000
616,000,000

(42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836,000,000 836,000,000
836,000,000

(5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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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체육진흥과 체육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2,800,000,000 1,404,000,000
1,404,000,000
(826,000,000)

1,396,000,000

국제관광정보센
터

관광 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701,193,000 12,730,000 12,730,000 688,463,000

국제관광정보센
터

관광 청사 운영관리 감리비 11,000,000 11,000,000

국제관광정보센
터

관광 청사 운영관리 시설부대비 7,807,000 1,864,800 1,864,800 5,942,200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지원(국고) 사무관리비 20,000,000 4,500,000 4,500,000 15,500,000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지원(국고) 국내여비 5,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지원(국고) 전산개발비 3,975,000,000 2,000,000 2,000,000 2,575,000,000 1,398,000,000

식품의약과 보건의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
비

1,296,000,000 1,296,000,000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환경올림픽 추진(국고) 연구용역비 300,000,000 272,000,000 135,000,000 165,000,000

환경정책과 자연 자연환경보전관리 연구용역비 225,000,000 21,600,000 21,600,000 198,200,000 5,200,000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국고) 연구용역비 397,175,000 354,801,000 276,888,000 77,913,000 42,374,000

맑은물보전과 상하수도ㆍ수질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211,350,000 195,485,000 134,350,000 61,135,000 15,865,000

산림자원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국고) 감리비 237,555,000 217,808,000 212,676,000 5,132,000 19,747,000

산림자원과 임업ㆍ산촌 산림복원사업(국고) 시설비 1,970,694,000 1,935,908,320 1,681,095,140 254,813,180 34,785,680

산림자원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호우피해)(국고) 시설비 18,622,125,000 16,354,353,730 1,325,918,170 17,296,206,830

산림자원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호우피해)(국고) 감리비 364,800,000 135,654,000 364,800,000

산림소득과 임업ㆍ산촌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366,809,000 366,809,000

에너지자원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국고) 시설비 7,493,313,800 5,605,778,810 5,605,778,810 1,559,398,000 328,136,990

에너지자원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국고) 감리비 42,300,000 17,700,000 17,700,000 10,000,000 1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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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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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에너지자원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국고) 시설부대비 13,860,000 8,028,000 8,028,000 5,832,000

자연환경연구공
원

자연 생태하천 복원사업(국고) 시설비 4,238,314,000 3,824,564,110 3,138,833,940 1,099,480,060

자연환경연구공
원

자연 생태하천 복원사업(국고) 감리비 133,000,000 93,431,000 82,422,000 50,578,000

자연환경연구공
원

자연 생태하천 복원사업(국고) 시설부대비 5,893,400 4,142,030 4,142,030 1,751,000 370

자연환경연구공
원

자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41,154,000 41,154,000

자연환경연구공
원

자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444,000 444,000

산림개발연구원 임업ㆍ산촌 임도사업(국고) 시설비 2,004,653,000 2,004,653,000 1,957,195,190 47,457,810

산림개발연구원 임업ㆍ산촌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2,477,000,000 963,911,000 846,741,000 1,630,259,000

산림개발연구원 임업ㆍ산촌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감리비 15,000,000 15,000,000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임업ㆍ산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국고) 시설부대비 21,248,000 18,664,600 18,664,600 2,583,400

투자유치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
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16,664,439,000 12,232,237,000 12,232,237,000 2,640,349,000 1,791,853,000

투자유치담당관 지역및도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1,966,413,350 10,913,598,220 8,635,553,560 3,330,859,790

투자유치담당관 지역및도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감리비 758,000,000 698,670,000 474,470,000 283,530,000

투자유치담당관 지역및도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40,000,000 6,568,000 6,568,000 33,432,000

전략산업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00,000 186,350,000 93,850,000 100,000,000 92,500,000 13,650,0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20,596,000,000 16,575,284,300 12,917,513,970 3,678,486,030 4,000,000,0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감리비 277,000,000 277,000,000 228,900,000 48,100,0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30,000,000 30,000,000 7,200,000 22,800,0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891,439,510 891,439,510 735,921,860 155,51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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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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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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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국고) 시설비 11,516,000,000 11,516,000,000 11,501,395,000 14,605,0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도로 재해복구(국고) 시설비 22,874,878,000 13,798,341,170 7,507,154,120 15,367,723,88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도로 재해복구(국고) 시설부대비 52,000,000 32,939,600 32,939,600 19,060,40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국고) 시설비 2,814,000,000 2,813,970,560 2,813,070,560 929,44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도로 재해복구(국고) 시설비 723,000,000 722,952,410 712,319,810 10,632,600 47,590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동서 녹색평화도로(국고) 시설비 6,537,836,000 6,406,295,040 3,601,740,910 2,936,095,090

도로철도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운수업체 재정보전 연구용역비 40,000,000 34,782,000 34,782,000 5,218,000

도로철도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운수업체 재정보전 운수업계보조금 4,438,417,000 4,438,417,000

방재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48,277,000,000 48,277,000,000 47,738,667,000
538,333,000

(475,000,000)

방재담당관 수자원 소하천 정비 지원(국고)
자치단체자본보
조

26,111,111,000 26,111,111,000 19,965,131,000
6,145,980,000

(3,400,652,000)

방재담당관 수자원 하천 재해예방(국고) 시설비 23,025,934,030 22,302,329,460 21,723,111,840 979,677,970 315,499,910 7,644,310

방재담당관 수자원 하천 재해예방(국고) 감리비 1,080,764,000 972,968,000 972,968,000 104,396,000 3,400,000

방재담당관 수자원 하천 재해예방(국고) 시설부대비 93,369,980 64,920,450 64,920,450 28,136,780 312,75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 연구용역비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도로관리태백지
소

도로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시설비 509,823,000 509,823,000 427,063,590 82,759,410

시설과 체육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8,046,000,000 15,555,425,690 14,985,202,190 3,060,797,810

시설과 체육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361,000,000 313,710,000 238,356,000 122,644,000

시설과 체육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15,000,000 14,111,900 14,111,900 888,100

시설과 체육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4,467,000,000 12,555,461,620 11,317,927,620 3,149,07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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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시설과 체육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382,000,000 331,960,000 252,348,000 129,652,000

시설과 체육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18,000,000 16,814,300 16,814,300 1,185,70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0,111,800,000 3,105,876,800 2,161,904,400 7,949,895,60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250,200,000 215,606,160 140,352,320 109,847,68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10,000,000 7,633,800 7,633,800 2,366,200

시설과 체육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4,568,600,000 2,084,962,100 2,041,462,100 12,527,137,900

시설과 체육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200,000,000 200,000,000

시설과 체육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45,004,060 38,561,000 38,561,000 6,443,060

시설과 체육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4,626,000,000 8,884,835,740 5,213,343,210 9,412,656,790

시설과 체육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200,000,000 200,000,000

시설과 체육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20,000,000 19,735,270 19,735,270 264,73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Ι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12,200,000,000 11,243,148,380 10,284,063,350 1,915,936,65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Ι 경기장 건설(국고) 감리비 299,000,000 259,850,000 197,491,200 101,508,800

시설과 체육 아이스하키Ι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부대비 15,000,000 13,764,490 13,764,490 1,235,510

시설과 체육 군도12호(유천~수하)(국고) 시설비 7,244,000,000 406,844,000 355,208,000 6,888,792,000

시설과 체육 군도12호(유천~수하)(국고) 감리비 140,000,000 140,000,000

시설과 체육 군도12호(유천~수하)(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3,165,810 3,165,810 26,834,190

시설과 체육 군도13호(싸리재~용산)(국고) 시설비 7,366,000,000 626,119,000 575,159,000 6,790,841,000

시설과 체육 군도13호(싸리재~용산)(국고) 감리비 140,000,000 1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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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체육 군도13호(싸리재~용산)(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11,062,394 11,062,394 18,937,606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5호(횡계~횡계)(국고) 시설비 2,659,000,000 615,042,000 565,727,000 2,093,273,000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5호(횡계~횡계)(국고) 감리비 140,000,000 140,000,000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5호(횡계~횡계)(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2,789,000 2,789,000 27,211,000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9호(용산~수하)(국고) 시설비 2,659,000,000 290,428,000 2,659,000,000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9호(용산~수하)(국고) 감리비 140,000,000 140,000,000

시설과 체육 농어촌도로209호(용산~수하)(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3,396,800 3,396,800 26,603,200

시설과 체육 지방도456호(진부~횡계IC)(국고) 시설비 12,060,000,000 9,029,681,400 9,015,791,400 3,044,208,600

시설과 체육 지방도456호(진부~횡계IC)(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13,635,600 13,635,600 16,364,400

시설과 체육 지방도408호(면온IC~보광)(국고) 시설비 11,300,000,000 466,300,900 466,300,900 10,833,699,100

시설과 체육 지방도408호(면온IC~보광)(국고) 감리비 270,000,000 270,000,000

시설과 체육 지방도408호(면온IC~보광)(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307,600 307,600 29,692,400

시설과 체육 용평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국고) 시설비 3,100,000,000 405,854,000 3,100,000,000

시설과 체육 용평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국고) 감리비 170,000,000 170,000,000

시설과 체육 용평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국고) 시설부대비 30,000,000 2,236,700 2,236,700 27,763,300

시설과 체육 진부역 진입도로(국고) 시설비 8,686,770,000 8,686,770,000

시설과 체육 진부역 진입도로(국고) 감리비 270,000,000 270,000,000

시설과 체육 진부역 진입도로(국고) 시설부대비 43,230,000 3,032,100 3,032,100 40,197,900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시설비 1,969,000,000 1,969,000,000 188,958,280 1,780,0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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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감리비 26,000,000 26,000,000 26,000,000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5,000,000 3,689,400 3,689,400 1,310,600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시설비 518,114,000 464,886,800 295,058,300 223,055,000 700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379,660,000 1,028,961,580 247,749,760 1,131,910,240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15,300,000 11,490,000 15,300,000

춘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신북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5,040,000 180,000 180,000 4,860,000

홍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자산및물품취득
비

25,000,000 25,000,000

홍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서석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379,660,000 1,221,830,600 820,838,770 558,821,230

홍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서석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15,300,000 13,672,000 9,570,400 5,729,600

홍천소방서
재난방재ㆍ민방
위

서석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5,040,000 1,863,200 1,863,200 3,176,800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오호항건설(국고) 시설비 1,919,307,880 1,914,543,910 779,387,030 1,135,156,880 4,763,970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지방어항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328,000,000 288,320,000 288,320,000 37,380,000 2,300,000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교암항 건설(국고) 시설비 2,857,749,290 2,857,749,290 2,250,602,280 607,147,010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어초어장관리(국고) 시설비 404,461,000 344,140,980 344,140,980 30,000,000 30,320,020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연구용역비 130,000,000 108,970,000 69,378,000 59,622,000 1,000,000

어업지원과 해양수산ㆍ어촌 도루묵산란장조성 시설비 199,000,000 171,075,570 171,075,570 27,440,000 484,430

해운항만과 해양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국고) 연구용역비 876,720,000 810,088,000 464,929,550 411,770,000 20,450

해운항만과 해양수산ㆍ어촌 강원도 크루즈 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00,000,000 92,000,000 92,000,000 8,000,000

기획정책과 무역및투자유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 시설비 408,000,000 357,893,850 247,893,850 130,000,000 30,1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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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단위지구 개발 시설비 220,220,000 220,218,500 122,259,250 97,959,250 1,500

기업지원과 일반행정 민원실 시설 확충
자산및물품취득
비

383,000,000 326,425,960 154,297,960 220,500,000 8,202,040

투자유치1과 무역및투자유치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 운영 연구용역비 350,000,000 37,907,000 37,907,000 310,000,000 2,093,000

- 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