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85,990,481       25,486,130     20개 사업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구축 계 1,453,000          561,618          서비스 개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단계별

-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구축 207-02 1,453,000          561,618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소요

(2단계 '11. 11월~'12. 4월)

정보화시행계획추진 및 전자지방정부구현 계 140,000             140,000          기존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인터넷 장애발생의

- 통합인터넷망 이중화 구축 405-01 140,000             140,000          효율적 대처 필요성 대두로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 계 95,000               68,978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불명 등 보상지연

 -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 토지 보상 201-02 20,000               20,000             

401-01 75,000               48,978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 357,000             356,683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착공지연

 - 생태하천 복원 401-01 354,500             354,500          (총사업비 변경 / '11년 ~ '13년 / '11년 설계)

401-03 2,500                 2,183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조성 계 1,000,000          839,000          문화재청 허가 지연('11. 10. 허가)

 -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207-01 1,000,000          839,000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계 840,000             840,000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

 - 강원감자식품센터설치 402-01 840,000             840,000          

 사방사업(국고) 계 31,963,802       4,845,896       호우피해(11.7.26~7.29) 복구사업으로

 - 사방사업 401-01         31,438,911 4,755,964       사업기간 장기소요

401-02              524,891 89,932             ('11. 9월 ~ '12. 6월)

명시이월사업 조서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  계

대기환경보전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생태자원보전 및 연구교육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디지털강원 구축

U강원정책 추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재해예방지원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디지털 강원 구축

정보기획 및 정보보안



(단위 : 천원)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임도사업(국고) 계           1,157,275            458,346 호우피해(11.7.26~7.29) 복구사업으로

 - 임도재해복구 401-01           1,115,078            445,800 사업기간 장기소요

401-02                21,350                9,246 ('11. 9월 ~ '12. 6월)

401-03                20,847                3,300

도유재산 시설 보수 계 838,000             660,876          도청 청사인근 사유지 매입 협의 및 등기이전 등

 -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 401-01 838,000             660,876          매매절차 지연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9,099,000 279,749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정양~하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401-01 8,707,000          279,749          

401-02 370,000             

401-03 22,000               

 와석재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계 6,290,000 352,847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 와석재 도로 확포장공사 401-01 6,025,000          352,847          

401-02 250,000             

401-03 15,000               

도로 재해복구(국고) 계 4,352,443          4,352,443       호우피해(11.7.26~7.29) 복구사업으로

 - 도로 재해복구 401-01 4,327,023          4,327,023       사업기간 장기소요

401-03 25,420               25,420             ('11. 9월 ~ '12. 6월)

하천 재해예방(국고) 계 20,400,000       7,362,106       고향의강 조성사업과 연계 설계지연 및

 - 하천 재해예방 401-01 19,877,000       7,099,148       토지보상 지연

401-02 477,000             247,114          

401-03 46,000               15,844             

지방도 확충

 하천재해예방 및 댐주변지역 지원

하천환경 개선

효율적인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교통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교통망 확충

산림과학기술개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단위 : 천원)

이월사유정책·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계 3,277,961          510,249          도로점용공사(가스관로 매설) 구간 내 암반층

 -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401-01 3,255,970          496,447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401-03 21,991               13,802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계 1,480,000          1,300,000       사업기간 장기소요

 - 평창소방서 차량 구입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 405-01 1,480,000          1,300,000       (계약후 7개월 소요)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계 500,000             200,000          외자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장기소요

 -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405-01 500,000             200,000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보수 계 1,250,000          1,250,000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

 - 근덕안전센터 신축(철거 포함) 401-01 1,228,500          1,228,500       

401-02 14,500               14,500             

401-03 7,000                 7,000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계 400,000             400,000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신축 401-01 391,122             391,122          미착공

401-02 5,542                 5,542               

401-03 3,336                 3,336               

해양수산시책 추진 계 200,000             200,000          공모제안 입찰, 유찰에 따른 착공지연

여수세계 박람회 강원도관 설치 201-03 200,000             200,000          

지방어항 유지보수 계 897,000             507,339          어항내 모래 유입에 따른 준설공사 장기소요

 - 지방어항 보수보강 401-01 897,000             507,339          

해양수산발전기반구축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경쟁력있는 어업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확충

도로 교통망 정비(태백)

안전한 도로 관리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삼척)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영월)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