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예비비지출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 2,183,573,000 2,179,070,420 2,179,070,420 4,502,580

체육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차세대 미래지도
자 육성 민간자본보조 87,000,000 87,000,000 87,000,000 2010-10-06 2010-10-11

수도권 집중호우('10.9.21~9.22)로 
인한 강원학사 시설물 피해복구

관광진흥과 관광 관광객수용태세 
확립

재료비 30,000,000 26,794,000 26,794,000 3,206,000 2010-12-27 2011-01-05
'10.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
제역이 우리도까지 유입됨에 따라 도
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지원

유통원예과 농업ㆍ농촌 과수화훼생산·
유통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5,000,000 115,000,000 115,000,000 2010-05-07 2010-05-13
'10.1월 전국적인 한파로 인한 과수 
동해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사업 지
원(국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33,342,000 133,342,000 133,342,000 2010-05-07 2010-05-19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농가 긴급방역 지원 및 
소독차량 구입 등 소독시설 확충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사업 지
원(국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2010-12-09 2010-12-14

'10. 11~12월 경북 안동, 예천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긴급방
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사업 지
원(국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892,000,000 892,000,000 892,000,000 2010-12-21 2010-12-24

'10.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
제역이 경기도 일원까지 확산됨에 따
라 이동통제초소 추가운영등 긴급방
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사업 지
원(국고)

자산및물품취득
비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10-05-07 2010-05-19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방
지를 위한 농가 긴급방역 지원 및 소
독차량 구입 등 소독시설 확충

축산과 농업ㆍ농촌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
약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93,250,000 93,250,000 93,250,000 2010-05-07 2010-05-19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방
지를 위한 농가 긴급방역 지원 및 소
독차량 구입 등 소독시설 확충

축산과 농업ㆍ농촌
긴급방역약품 공
급 재료비 72,955,000 72,787,170 72,787,170 167,830 2010-12-09 2010-12-30

'10. 11~12월 경북 안동, 예천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긴급방
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재료비 15,000,000 14,996,450 14,996,450 3,550 2010-12-09 2010-12-14

'10. 11~12월 경북 안동, 예천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긴급방
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재료비 38,000,000 38,000,000 38,000,000 2010-12-21 2010-12-24

'10.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
제역이 경기도 일원까지 확산됨에 따
라 이동통제초소 추가운영 등 긴급방
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재료비 160,000,000 160,000,000 160,000,000 2010-12-27 2010-12-27
'10.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
제역이 우리도까지 유입됨에 따라 도
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시설비 30,000,000 29,819,000 29,819,000 181,000 2010-05-07 2010-05-19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방
지를 위한 농가 긴급방역 지원 및 소
독차량 구입 등 소독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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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일반회계 (단위: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자산및물품취득
비

60,000,000 59,100,000 59,100,000 900,000 2010-12-27 2011-01-19
'10.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
제역이 우리도까지 유입됨에 따라 도
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지원

산림개발연구원 임업ㆍ산촌 휴양림.수렵장 
운영관리

배상금등 85,345,000 85,300,800 85,300,800 44,200 2010-04-16 2010-04-19
'08.11.22일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입
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금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159,681,000 159,681,000 159,681,000 2010-10-06 2010-10-25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내 체불용지 
보상관련 청구소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 60,000,000 60,000,000 60,000,000 2010-10-13 2010-10-13
'10.9.21~9.22 집중호우에 의한 지방
도 피해 긴급복구 설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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