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위 : 원)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10,123,904,000 9,759,574,273 9,289,586,493 710,657,000 123,660,507

법무통계담당관실 일반행정
도민 중심의 행정
쟁송 수행 추진

사무관리비 91,807,000 91,806,900 91,806,900 100 2012.07.04 2012.07.05
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 제기에 소요되는 인지대를 예비비로 지원

정보화담당관실 일반행정
정보화 통합
시스템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0,000 30,871,000 30,871,000 4,129,000 2012.10.24 2012.12.26
정보시스템실 노후 UPS(무정전 전원장치) 장비 고장에
따른 긴급교체비 지출

자치정책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
추진

기타부담금 5,558,000 5,558,000 5,558,000 0 2012.02.06 2012.02.09
12.1.10. 강원도의회의원 궐원(원주시 제2선거구)
발생으로 인한 보궐선거('12.4.11) 실시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지출

자치정책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
추진

기타부담금 96,028,000 84,505,690 84,505,690 11,522,310 2012.05.03 2012.05.09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2. 4. 11일 실시한
강원도의회의원 보궐선거(원주시 제2선거구)에
대한 보전비용 납부 요구가 있어 소요경비 지원

여성가족연구원 보육ㆍ가족및여성
청사시설 운영·
유지

시설비 90,000,000 80,792,480 80,792,480 9,207,520 2012.02.15 2012.03.27
12.2.5(일), 급수자동제어장치 고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지하 전기실 및 기계실 등
시설 긴급복구 소요경비 지출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5~6월 우박피해
복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34,421,000 134,421,000 134,421,000 0 2012.06.22 2013.06.25
12.5~6월 도내 11개 시군에서 우박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 추진과 피해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지원 및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가뭄대책 지원
(국고)

자치단체자본
보조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0 2012.07.02 2012.07.05

가뭄피해로 인한 보조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배정계획에
따라 부담기준에 의한 도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여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배상금등 73,422,000 73,422,000 73,422,000 0 2012.07.27 2012.07.31
"국지도 88호선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2-3번지외
20필지(14,806㎡) 체불용지 보상관련 청구소송" 의
화해권고 결정('12.7.12)에 따른 보상비용 지출

도로철도교통과 도로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452,221,000 452,221,000 452,221,000 0 2012.07.27 2012.07.31
"국지도 88호선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2-3번지외
20필지(14,806㎡) 체불용지 보상관련 청구소송" 의
화해권고 결정('12.7.12)에 따른 보상비용 지출

방재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2012 태풍(산바)
피해복구비

자치단체자본
보조

186,912,000 186,912,000 186,912,000 0 2012.11.08 2012.11.26

12.9.17~9.18 기간 중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및 공공시설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도비
부담분 지출

방재담당관 수자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사무관리비 15,761,000 15,760,120 15,760,120 880 2012.11.22 2012.12.14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7-2번지외 1필지(7,778㎡)
하천편입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비용 지출

합                      계

  5. 예비비지출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행 잔액
㉲=㉮-㉰-㉱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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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원)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행 잔액
㉲=㉮-㉰-㉱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 사유

방재담당관 수자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421,424,000 421,424,000 421,424,000 0 2012.11.22 2012.12.14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7-2번지외 1필지(7,778㎡)
하천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비용 지출

도로관리사업소 기타
지방도 수로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9,009,000 329,008,842 329,008,842 158 2012.02.27 2012.02.29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108명)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의 조정결정('12.1.25) 수용에 따른
청구 조정금액 지출

도로관리강릉지소 기타
지방도 수로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4,677,000 234,676,927 234,676,927 73 2012.02.27 2012.02.29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108명)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의 조정결정('12.1.25) 수용에 따른
청구 조정금액 지출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
지방도424호 붕괴
사면 긴급정비

시설비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0 2012.03.30 2013.05.10
지방도 424호선 사면붕괴 사고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전 긴급 항구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비 지출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
지방도424호 붕괴
사면 긴급정비

시설부대비 5,000,000 5,000,000 5,000,000 0 2012.03.30 2013.05.15
지방도 424호선 사면붕괴 사고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전 긴급 항구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비 지출

도로관리태백지소 기타
지방도 수로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2,987,000 202,986,657 202,986,657 343 2012.02.27 2013.02.27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108명)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의 조정결정('12.1.25) 수용에 따른
청구 조정금액 지출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지방도403호 붕괴
사면 긴급복구

시설비 620,000,000 620,000,000 620,000,000 0 2012.07.27 2012.09.14
지방도 403호선(양구군 월명리 월명고개) 사면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한 항구복구 시행을 위해 소요
경비 지출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지방도403호 붕괴
사면 긴급복구

시설부대비 4,000,000 4,000,000 4,000,000 0 2012.07.27 2012.08.31
지방도 403호선(양구군 월명리 월명고개) 사면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한 항구복구 시행을 위해 소요
경비 지출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지방도460호 붕괴
사면 긴급복구

시설비 850,000,000 614,330,780 144,343,000 705,657,000 0 2012.10.04 2012.10.18
지방도 460호선(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사면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한 항구복구 시행을 위해 소요경비 지출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지방도460호 붕괴
사면 긴급복구

시설부대비 5,000,000 5,000,000 0 2012.10.04
지방도 460호선(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사면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한 항구복구 시행을 위해
소요경비 지출

도로관리북부지소 기타
지방도 수로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4,420,000 234,419,877 234,419,877 123 2012.02.27 2012.02.29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108명)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의 조정결정('12.1.25) 수용에 따른
청구 조정금액 지출

총괄기획과 체육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700,000,000 620,000,000 620,000,000 80,000,000 2012.02.27 2012.05.2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최종법안
특구지정 절차 변경으로 추가소요 발생 및 조속한 특구
지정을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부족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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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위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배상금등 381,000,000 381,000,000 381,000,000 0 2012.05.25 2012.05.31

09.12.29. 순직한 속초소방서 故 황석구 소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조정 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12.4.23)됨에 따라 유가족(원고)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위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배상금등 3,315,257,000 3,315,257,000 3,315,257,000 0 2012.05.31 2012.06.04

09.11.25. 도 소방공무원 712명이 제기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2. 5. 30. 1심판결(춘천지법, 707명)에서 원고승소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급 지연이자를
예비비로 지출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항공대 시설
장비보강

시설비 65,000,000 57,200,000 57,200,000 7,800,000 2012.10.10 2012.11.20
소방헬기(AW139) 계기모니터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
소요액 지출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항공대 시설
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00,000 209,000,000 209,000,000 11,000,000 2012.10.10 2012.10.24
소방헬기(AW139) 계기모니터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
소요액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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