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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    비 도  비 군  비

70건 47,999,408 32,994,668 3,438,957 2,796,616 26,759,095

64건 44,082,708 30,290,848 2,284,933 2,796,616 25,209,299   

401-01 독도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사업 300,000 269,244 - - 269,244  사업내용 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23.06.30.

207-01 농촌협약 관련 용역 150,000 41,000 - - 41,000  농촌협약 자문회의 수정사항 보완 중  '23.06.30.

 허가민원실  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01-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2월 62,600 53,089 26,545 7,963 18,581  차세대시스템구축으로 사업 추진 지연  '23.12.30.

 자치행정 역량강화  군정협력체제 구축 군정 참여 지원 401-01 양양경찰서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140,000 140,000 - - 14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2.28.

 인구정책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207-0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용역 19,500 19,500 - - 19,500  2회 추경예산, 11월 착수 및 절대공기 부족  '23.05.30.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시설 운영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401-01 군행리 경로당 신축공사 220,000 205,915 - - 205,915  BF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  '23.06.30.

전기자동차 구매 402-02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 지원 1,189,200 91,000 42,000 22,050 26,950  화물초소형 수요 부족  '23.04.30.

수소자동차 구매 402-02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355,000 213,000 135,000 31,200 46,800  수소전기차 수요 부족  '23.04.30.

307-02 지역혁신형청년일자리사업 162,000 46,186 25,864 6,004 14,318  2023년 국도비 지원규모 감소  '23.12.30.

307-02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인건비) 64,073 1,112 623 144 345  2023년 국도비 지원규모 감소  '23.05.30.

301-12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인센티브) 39,200 14,200 7,100 2,130 4,970  2023년 국도비 지원규모 감소  '23.12.30.

201-01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홍보 등 11,944 11,944 11,944  2022년 12월 근무종료 후 사업비정산  '23.01.30.

307-02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381,429 194,429 136,100 58,329  2022년 12월 근무종료 후 인건비정산  '23.01.30.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청사관리 청사시설정비 401-01 청사 후문 담장 설치공사 177,973 117,950 117,95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1.30.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101-04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46,000 41,225 41,225 - -  2022년 12월 근무종료 후 인건비정산  '23.02.28.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201-01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4,000 4,000 4,000 - -  2022년 12월 근무종료 후 사업비정산  '23.02.28.

201-01  사무관리비 387,000 361,181 180,590 - 180,591  공모사업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교부 지연  '23.03.30.

207-02 PMO, 감리용역 등 전산개발비 350,000 73,000 36,500 36,500  공모사업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교부 지연  '23.03.30.

307-02 컨소시엄 민간경상사업보조 5,211,000 864,630 432,315 432,315  공모사업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교부 지연  '23.05.30.

308-11 강원도관광재단 홍보마케팅 위탁사업비 50,000 50,000 25,000 25,000  공모사업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교부 지연  '23.03.30.

 401-01 워케이션센터 조성 1,000,000 991,837 495,919 495,918  공모사업 협의 지연으로 보조금교부 지연  '23.03.30.

 문화예술진흥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401-01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350,000 330,263 - - 330,263   부지(경계)협의 지연  '23.06.30.

401-01  낙산사 주변 무장애 탐방로 개설 484,000 484,000 - 242,000 242,000  2회추경 특조금(도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03.30.

401-02 낙산사 주변 무장애 탐방로 개설공사 감리 16,000 16,000 8,000 8,000  2회추경 특조금(도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03.30.

문화재 보수정비 401-01 하조대 화장실 신축공사 200,000 187,685 187,685  BF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  '23.03.30.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 관리

 낙산사 주변

 무장애 탐방로 개설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혁신형청년일자리사업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관리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

관광기반 구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자치행정과

 경제
에너지과

 생활공해관리 생황공해관리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관리

완   공

예정일

합                 계

일    반    회    계

 기획감사실
 군정의 기획·평가

 및 정책개발
군정 기획·조정 관리 군정시책 추진

세부사업 통계목

□ 명시이월 사업 조서('22 ⇒ '23)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산출부기명  예 산 액

2022 이월액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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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월액
이월사유

207-01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캐릭터 개발 18,000 18,000 9,000 9,000  2회 추경예산, 사전이행절차 수행중  '23.07.30.

401-01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982,000 982,000 491,000 491,000  2회 추경예산, 사전이행절차 수행중  '23.07.30.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체육시설 확충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01-01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0 90,000 - - 90,000  관련법 등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2.28.

 양양체육 경쟁력

확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트랙

개보수사업
401-01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트랙 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공기부족

(간주편성/특별조정교부금)
 '23.12.31.

 양양체육 경쟁력

확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양양군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401-01 양양군 테니스장 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공기부족

(간주편성/특별조정교부금)
 '23.12.31.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 401-01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 300,000 300,000 - - 30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3.30.

중광정리(하조대해안) 도로개설 401-01 중광정리(하조대해안) 도로개설(특교세) 700,000 700,000 700,000  3회 추경 특교세(국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12.30.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확장 401-01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확장(특교세) 300,000 300,000 300,000  3회 추경 특교세(국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12.30.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401-01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 560,000 560,000 56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추진(자체) 401-01 남문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자체) 110,000 80,000 8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생활편익시설관리 가로등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401-01 제방로 가로등기구(2등용) 교체공사(2차) 84,000 84,000 - - 84,000  관련공사(건설과) 12월 준공 후 가로등설치  '23.02.28.

 전략교통과  대중교통 육성 지원 운송사업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공공형버스) 307-09 마을버스 운영 750,000 159,014 79,507 23,852 55,655  버스운행 지연  '23.06.30

 산림 자원화 산촌주민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402-02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109,185 25,000 10,000 4,500 10,500  토지협의 지연  '23.06.30

401-01 꽃탑, 가로경관, 엑스포 로드 경관 368,156 368,156 110,447 257,709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연기  '23.06.30

401-02 감리비 4,520 4,520 1,356 3,164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연기  '23.06.30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 401-01 재해예방사업(도민제안) 900,000 573,322 - 36,661 536,661  관급자재 수급 지연  '23.06.30

지방하천 유지관리 401-01 남대천 여울 설치 공사 2,600,000 2,000,000 - - 2,00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도로 환경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401-01 자전거 위험도로(북분리 등) 개선 20,000 20,000 20,000  사업구간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진행 중  '23.09.01.

401-01 시특법 교량 등 유지보수 1,500,000 800,000 800,000  2회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401-01 미불용지보상(법정도로) 550,000 120,000 120,000  미불용지 보상협의 추진  '23.06.30.

401-01 양양교 경관조명 유지보수 공사 100,000 100,000 100,000  2회 추경 절대공기 부족  '23.12.30.

401-01 군도(금풍리, 화일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100,000 100,000 100,000  토지보상 지연  '23.06.30.

401-01 수산리 진입도로 개보수 사업 200,000 100,000 100,000  토지보상 지연  '23.06.30.

401-01 수산리 진입도로 개보수 사업 보상비 200,000 200,000 200,000  토지보상 지연  '23.06.30.

401-01 하조대 집단시설 (7번국도접속) 진출입로 개선 700,000 500,000 50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12.30.

401-02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500,000 500,000 500,000  용역 추진중  '23.12.30.

401-01 대치리 교량설치공사 800,000 800,000 800,000
공기부족

(간주편성/특별교부세)
 '23.12.31.

401-01 강현101호(상복리) 쉼터우회도로 확포장사업 100,000 100,000 100,000  국립공원공단 협의지연  '23.06.30.

401-01 양양201호 도로확장공사 300,000 200,000 200,000  토지보상 지연  '23.06.30.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산림녹지과

 휴양시설경영 휴양림 관리 엑스포 로드 경관조성

 하천정비 하천 유지관리

 건설과

 교통망확충

군도정비사업 군도유지보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리

 문화체육과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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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산출부기명  예 산 액

2022 이월액
이월사유

401-01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50,000 150,000 150,000  토지보상 지연  '23.06.30.

401-01 양양102호(양양교~연창 배수펌프장)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정비 600,000 600,000 600,000  한전지중화 공사 준공 후 착수  '23.06.30.

403-02 양양102호(양양교~연창 배수펌프장) 전선지중화  사업 분담금 1,591,000 250,000 250,000  한전지중화 공사 준공 후 통신사 지급  '23.06.30.

국도44호선 횡단보도육교설치  401-01 국도44호 횡단보도육교 설치사업 2,500,000 2,000,000 2,000,000  사업내용변경 등 설계 지연  '23.12.30.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조성  401-01 자전거 위험도로(북분리 등) 개선 200,000 200,000 60,000 140,000  용역 진행중  '23.12.30.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서면202호(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50,000 350,000 350,000

공기부족

(간주편성/특별조정교부금)
 '23.12.31.

401-01 논화리(188-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30,000 - - 30,000  편입토지 협의 지연  '23.06.30.

401-01 조산리(434-41)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60,000 60,000 60,000  행정절차 협의 지연  '23.06.30.

401-01 주청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250,000 250,000 250,000  지출시기 미도래  '23.12.30.

장산리~회룡리 연결도로 개설 401-01 장산리~회룡리 도로개설공사(특교세) 900,000 900,000 900,000  2회 추경 특교세(국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08.30.

소규모 위험시설(도화리 세천) 정비 401-01 소규모 위험시설(도화리 세천) 정비사업 500,000 500,000 500,000  3회 추경 특교세(국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12.30.

남대천 유역 둔치 관리 생태보전 유지 관리 401-01 남대천 야영 및 취사행위 근지지역 안내판 설치 27,500 27,500 - - 27,500  남대천 PI디자인 사인 설치 후 안내판 설치  '23.06.30.

남대천 자원 활성화 남대천 자원 조성 401-01 양양남대천 둔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500,000 68,408 - - 68,408  수목 수종별 식재시기 조정  '23.06.30.

401-01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00,000 410,000 - - 41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401-01 남대천 화류원 조성사업 993,700 689,435 - - 689,435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401-01 탑스힐 전망대 조성사업 300,000 275,845 - - 275,845  분묘이전 지연  '23.06.30.

401-01 수변산책로 조성공사 300,000 226,863 - - 226,863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401-01 양양군 파크골프장 증설공사 500,000 500,000 - - 50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401-01 남대천 샛강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공사 280,000 260,290 - 140,000 120,29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401-01 송이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200,000 200,000 - - 20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401-01 남대천 생태관찰로 주차장 정비공사 200,000 200,000 - - 200,000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23.06.30.

401-03 남대천 화류원 조성사업 부대비 6,300 5,946 - - 5,946  본공사 지연에 따른 부대비 이월  '23.06.30.

401-01 선양장 설치공사 200,000 180,560 - - 180,56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401-01 섬들나루터 시설보강공사 300,000 300,000 - - 30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방재활동관리 방재활동지원 401-01 자동제설장치설치사업 470,000 270,000 135,000 - 135,000  3회 추경 특교세(국비)교부, 절대공기 부족  '23.03.30.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 상운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401-01 상운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900,000 900,000 - 900,000 공기부족
(간주편성/특별교부세)

 '23.06.30.

어촌어항 주변정비 401-01 어촌어항 주변정비 170,000 76,000 - - 76,000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활용  '23.03.30.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402-02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540,000 350,220 - 116,740 233,480  설계 지연, 11월 본공사 추진 중  '23.06.30.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전환사업) 401-01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00,000 100,000 - 90,000 1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06.30.
해양수산과 어업경쟁력강화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양양교~연창 배수펌프장

전선지중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수변공간 시설사업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남대천 시설물 관리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관리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관리체계구축

 건설과  교통망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민원해결

 남대천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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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완   공

예정일
세부사업 통계목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산출부기명  예 산 액

2022 이월액
이월사유

401-01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2,170,000 2,170,000 - 1,410,500 759,500  실시설계 및 인·허가 행정사항 지연  '23.12.30.

401-02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120,000 120,000 - 78,000 42,000  실시설계 및 인·허가 행정사항 지연  '23.12.30.

어업인육성 및 활동증진 하광정어촌계 다목적회관 개선 401-01 하광정어촌계 다목적회관 개선 30,000 30,000 - - 30,000  여름철 성수기 공사 발주 지연  '23.12.30.

401-01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추가조사 용역 451,000 451,000 - - 451,000  보완서 작성 및 협의 지연  '23.03.30.

401-01 타당성조사 용역 150,000 150,000 150,000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 지연  '23.03.30.

 삭도추진단  관광인프라구축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
설악산오색삭도 지원사업 207-0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메타버스 구축 300,000 300,000 300,000  사전이행절차 지연  '23.10.30.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지원 307-0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81,358 158,458 79,229 79,229 -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 대비 국비이월  '23.06.30.

재택치료간호인력(기간제)인건비 101-04 재택치료간호인력(기간제)인건비 37,950 10,942 5,471 5,471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 대비 국비이월  '23.06.30.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01-04 코로나19 한시인력 인건비 57,120 12,568 12,568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 대비 국비이월  '23.06.30.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설치비 201-01 신속항원검사소 장비임차 30,000 10,477 10,477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 대비 국비이월  '23.06.30.

 농촌지도기관 육성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 401-01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 150,000 118,000 118,000  사전 행정절차 지연  '23.06.30.

 농업경쟁력 향상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전환사업) 401-01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전환사업) 900,000 607,940 - - 607,940  사전이행절차(인허가) 지연  '23.03.30.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 생활과학관 일부 이전 리모델링 401-01 생활과학관 일부시설 이전 리모델링 60,000 60,000 - - 60,000  과학영농 다목적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23.09.30.

401-01 월리 고노동길 배수관로 확장공사 140,000 140,000 - - 140,000  2회 추경예산, 준공 미도래  '23.03.30.

401-01 동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 이월액 수정 150,000 140,000 - - 140,000  2회 추경예산, 준공 미도래  '23.03.30.

401-01 물갑리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120,000 120,000 - - 120,000  2회 추경예산, 설계진행 및 사유지 협의 중  '23.05.30.

마을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전환사업) 401-01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500,000 253,994 - 177,796 76,198  민원 및 협의 지연  '23.04.30.

6건 3,916,700 2,703,820 1,154,024 - 1,549,796

 경제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정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양수)  402-02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334,700 27,600 27,600  협의 지연  '23.12.30.

환경기초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401-01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구매설치 280,000 161,035 - - 161,035  물품납부기간 6개월 이상 소요  '23.06.30.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401-01 양양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82,000 182,000 127,000 - 55,000  용역 추진중  '23.05.30.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

리 인프라 설치
 401-01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950,000 1,416,948 991,864 - 425,08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3.12.30.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자본)  401-01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100,000 881,237 -               -               881,237     상위기관 협의 지연  '23.07.3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01-0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남애) 농기계 구입 70,000      35,000 7,560        -               27,440       마을회 신청 지연, 상반기 구입 및 지급 완료  '23.06.30.

 특    별    회    계

 삭도추진단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관리

 상수도유지관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건소
 주민 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병예방

 농업기술
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관리

먹는물상수도관리

 관광인프라구축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
설악산오색삭도 지원사업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배수관로 확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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