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53건 175,087,569,000 3,877,041,000 3,877,041,000

공보관실 일반행정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939,000,000 35,000,000

2009-01-22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 사업 추진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35,000,000

국제협력실 일반행정

환동해지방정부 교류추진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500,000 1,300,000

2009-06-16
한중일국제음식축제 주관 지린성 세부진행계획
 변경에 따른 부스제작,재료비 추가소요발생에
 따른 부족분 전용환동해지방정부 교류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1,300,000

정보화담당관실 일반행정

u-Health·Life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 5,000,000

2009-11-30
u-Health-Life 추진전략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예산 전용

u-Health·Life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5,000,000

정보화담당관실 일반행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국고)
201-03
행사운영비 700,000 550,000

2009-07-07
보조기기 상담원 양성교육 개최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 소요경비 전용 집행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국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50,000

총무과 일반행정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81,502,000 5,868,000

2009-12-24
설악수련원 운영 적자보전금 '09년 부족분 전
용 사용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10,000,000 5,868,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220,000,000 20,000,000

2009-12-29
최전방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
산 전용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55,000,000 20,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 10,000,000

2009-12-29
최전방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
산 전용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45,000,000 10,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22,500,000 15,500,000

2009-06-04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관련 예산집행 지
침 변경 확정에 따른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52,000,000 15,5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202-04
국제화여비 20,000,000 20,000,000

2009-06-01 치안협의회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40,000,000 20,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39,000,000 38,000,000

2009-06-01 치안협의회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2,000,000 38,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57,000,000 42,000,000

2009-06-01 치안협의회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00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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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850,000,000 22,000,000

2009-12-29
최전방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
산 전용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23,000,000 22,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
양

201-03
행사운영비 20,300,000 13,000,000

2009-12-29
최전방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
산 전용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 13,000,000

체육청소년과 체육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3,606,285,000 7,000,000

2009-08-27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노후시설 보완에 따른 전용사용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00 7,000,000

국제행사과 체육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9,000,000

2009-10-26
2009동계스포츠박람회 참가 강원도 홍보관제작
 및 부스운용 부족분 전용

2009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307-02
민간경상보조 226,000,000 19,000,000

관광진흥과 관광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75,000,000 15,000,000

2009-07-13
동해안 낭만가도 선포식 개최에 따른 초청인사
 체재비용 전용사용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301-08
외빈초청여비 15,000,000

관광진흥과 관광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90,000,000 15,000,000

2009-07-13
동해안 낭만가도 선포식 개최에 따른 기획보도
 홍보비 부족분 사용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80,000,000 15,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201-03
행사운영비 76,000,000 20,000,000

2009-11-17
강원관광 해외홍보와 관광상품 개발확대를 위
한 팸투어 사업 추가 실시에 따른 예산변경사
용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301-08

외빈초청여비 34,000,000 20,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
팅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00 20,000,000

2009-04-30

2018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강
원관광협회를 통해 도내 동계 관광자원 및 동
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홍보확대를 위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용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
팅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국외 관광협력체제구축 307-02
민간경상보조 19,000,000 14,000,000

2009-07-31
EATOF총회 행사관련 학술심포지움 행사 추진 
주체변경으로 인한 예산전용 사용

국외 관광협력체제구축 201-03
행사운영비 213,000,000 14,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국외 관광협력체제구축 301-08
외빈초청여비 180,000,000 60,000,000

2009-07-31
EATOF총회 행사관련 동시통역 신규수요분, 홍
보관설치에 따른 예산부족분 전용사용

국외 관광협력체제구축 201-03
행사운영비 153,000,000 60,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307-02
민간경상보조 28,000,000 8,000,000

2009-11-10
양양국제공항 시험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
족액 전용사용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232,111,000 8,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301-08
외빈초청여비 20,000,000 15,000,000

2009-11-10
양양국제공항 시험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
족액 전용사용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217,111,000 15,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16,000,000 11,111,000

2009-11-10
양양국제공항 시험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
족액 전용사용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206,000,000 11,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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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41,000,000 41,000,000

2009-10-15
양양국제공항 노선부활을 위한 소형항공기 시
험운항 손실보전금 부족분 전용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165,000,000 41,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301-08
외빈초청여비 15,000,000 15,000,000

2009-10-15
양양국제공항 노선부활을 위한 소형항공기 시
험운항 손실보전금 부족분 전용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150,000,000 15,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 5,000,000

2009-12-16
해외관광객 유치 및 도내공항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비 전용

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657,000,000 5,000,000

디엠제트관광청 관광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 50,000,000

2009-01-22 DMZ홍보책자제작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전용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6,170,000 24,170,000

2009-07-31
보건복지가족부 세부치짐 변경 확정(평가위원
단운영 : 전문기관⇒道)에 따라 사업비 전용 
조치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170,000

농어업정책과 농업ㆍ농촌

신활력사업(국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29,000,000 1,545,000,000

2009-06-16
농촌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지원 사업계획 수정
 확정에 따른 전용

신활력사업(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871,000,000 1,545,000,000

농어업정책과 농업ㆍ농촌

신활력사업(국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018,000,000 589,000,000

2009-06-01 사업계획 수정 확정에 따른 예산전용

신활력사업(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282,000,000 589,000,000

농어업정책과 농업ㆍ농촌

향토산업육성(국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0,000,000 50,000,000

2009-02-17
당초편성후 경상보조와자본보조간 사업계획 변
경 확정에 따른 전용

향토산업육성(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00 50,000,000

농어업정책과 농업ㆍ농촌

향토산업육성(클러스터)(국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60,000,000 393,000,000

2009-02-17
당초편성후 경상보조와자본보조간 사업계획 변
경 확정에 따른 전용

향토산업육성(클러스터)(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000 393,000,000

산림관리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국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725,352,000 520,000,000

2009-10-26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추가소요 및 황폐계류
 유실차단 사업 부족분 사용

사방사업(국고) 401-01
시설비 26,775,632,000 520,000,000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000,000 4,500,000

2009-09-25
소비자원 행사계획 변경에따른 예산전용(연수
회⇒위탁교육)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4,500,000

기업지원과 산업기술지원

공예산업 육성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600,000

2009-08-27 제39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에 따른 전용

공예산업 육성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

청정에너지정책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및 기
술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13,000,000

2009-12-22 대관령 풍력발전기 점검비용  부족분 전용사용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및 기
술지원

401-01
시설비 30,000,000 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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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청정에너지정책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추진(국
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3,200,000 1,800,000

2009-12-22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홍보비 전용사용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추진(국
고)

201-01
사무관리비 28,504,000 1,800,000

토지관리과 지역및도시

새주소사업 대국민 홍보(국고)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000 20,000,000

2009-10-26
추진 주최변경(행정안전부⇒강원도)에 따른 예
산전용

새주소사업 대국민 홍보(국고)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재난방재과 수자원

하천유역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3,000,000 455,000

2009-10-15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지방하천 웅덩이 실족사
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용사용

하천유역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455,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수당 19,939,023,000 8,500,000

2009-11-09
9.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77,280,000 8,500,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수당 20,014,023,000 75,000,000

2009-11-09
9.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2,601,660,000 75,000,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수당 20,016,764,000 2,741,000

2009-11-09
9.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3,600,000 2,741,000

의회사무처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2,300,882,000 4,000,000

2009-11-09 10.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예산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00,000 4,000,000

의회사무처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2,313,882,000 13,000,000

2009-11-09 10.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예산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166,560,000 13,000,000

의회사무처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2,315,882,000 2,000,000

2009-11-09 10.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예산 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4,400,000 2,000,000

기획총괄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2,510,974,000 121,000

2009-12-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600,000 121,000

기획총괄과 해양수산ㆍ어촌

청사 및 관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400,000 7,000,000

2009-12-24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이양('09.12월중)에 따른 
사무실 냉난방기 및 집구 구입 전용사용

청사 및 관사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7,000,000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호일반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 202-01
국내여비 14,430,000 713,000

2009-09-25
수산물가공폐수 유입에 따릉 하수처리장 운영,
 토양오염 초과지역 농작물안전성 평가여비 부
족에 따른 전용폐기물 및 토양오염도검사 202-01

국내여비 4,500,000 713,000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씨감자 저장고 신축(국고) 206-01
재료비 285,000,000 43,892,000

2009-11-30
설계변경에 따른 씨감자 저장고 집진시설 설치
에 필요한 얘산전용

씨감자 저장고 신축(국고) 401-01
시설비 733,800,000 43,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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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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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연구센터 농업ㆍ농촌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8,018,000 15,000,000

2009-04-30

청사내 농가교육장(한우사) 노후로 인한 가축
분뇨 누수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설보완이 시급 이에 필요한 시설비 전
용청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

내수면개발시험장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8
기타직보수 19,528,000 200,000

2009-11-09 인건비 부족분 전용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0,000 200,000

서울사무소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141,296,000 20,000

2009-11-3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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