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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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6,665,000 4,257,231,970 4,255,118,970 21,546,030

자치행정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추
진

사무관리비 4,930,000 3,343,850 3,343,850 1,586,150 2009-03-30 2009-03-30
양양군 제1선거수 도의회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법정 사무 소요경비 
지출

자치행정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추
진

국내여비 1,600,000 1,240,000 1,240,000 360,000 2009-03-30 2009-03-30
양양군 제1선거수 도의회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법정 사무 소요경비 
지출

자치행정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추
진 기타부담금 176,722,000 176,722,000 176,722,000 2009-01-21 2009-01-22

강원도의회 의원 궐위 발생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비용 지출

자치행정과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업무추
진

기타부담금 48,490,000 48,490,000 48,490,000 2009-05-28 2009-06-12
2009.4.29일 실시한 강원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및 소송
·소청경비 지출

세무회계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효율적 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차
입금이자상환

119,288,000 119,287,670 119,287,670 330 2009-03-05 2009-03-05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 조기
집행에 필요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차입한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지출

세무회계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효율적 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차
입금이자상환 226,937,000 226,936,980 226,936,980 20 2009-05-28 2009-06-01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 및 
조기집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해 차입한 금융기관 일시차입급 이
자지출 

국제행사과 체육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공공운영비 50,000,000 50,000,000 50,000,000 2009-04-08 2009-04-09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따른
 후보도시 선정 조사활동에 필요한 
부담금 지출

맑은물보전과 상하수도ㆍ수질 가뭄대책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75,000,000 1,175,000,000 1,175,000,000 2009-03-30 2009-04-23

가뭄재해 해소를 위한 태백권 4개시
군 노후관 개량에 필요한 정확한 사
업량과 사업비 산출을 위한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 지출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춘천여성인력개
발센터 이전 시설비 40,000,000 29,461,000 29,461,000 10,539,000 2009-11-04 2010-02-25

현재 온의동 대일빌딩에 설치 운영중
인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정책
개발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건물 리모
델링 실시설계비 지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해방역 예방관
리

사무관리비 58,000,000 51,054,000 51,054,000 6,946,000 2009-09-07 2009-12-29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
플루엔자 감염방지 등 대응능력 강화
를 위한 홍보 및 장비 구입비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해방역 예방관
리

재료비 208,000,000 208,000,000 208,000,000 2009-09-07 2010-01-25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
플루엔자 감염방지 등 대응능력 강화
를 위한 홍보 및 장비구입비 지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해방역 예방관
리

자산및물품취득
비

198,000,000 198,000,000 198,000,000 2009-09-07 2010-02-23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
플루엔자 감염방지 및 대응능력 강화
를 위한 홍보 및 장비구입비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배상금등 51,000,000 51,000,000 51,000,000 2009-09-17 2009-09-21

08.2.23일 지방도 463호선 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에따른 배상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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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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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일반회계 (단위:원)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배상금등 9,037,000 9,036,050 9,036,050 950 2009-10-01 2009-10-01
'09.3.22일 지방도 424호선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
출

재난방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난대응 능력체
계 확립 추진

배상금등 5,958,000 5,957,420 5,957,420 580 2009-03-13 2009-03-13

'07년 도에서 추진한 무선원격수위계
측기 설치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정구한 이
자 및 소송비용 지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지방도유지보수
및시설물안전관
리

시설비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2009-06-05 2009-12-30
2009.5.22일 호우로 붕괴된 서면 현
암리 지방도 403호선 통행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 지출

도로관리강릉지
소 도로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
리

시설비 472,000,000 472,000,000 472,000,000 2009-07-20 2009-11-12

2009.7.6일 호우로 붕괴된 인제군 기
린면 방동리 지방도 418호선 통행차
량 안전 확보 및 항구 복구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 지출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항공대 시설
장비보강

자산및물품취득
비

650,700,000 650,700,000 650,700,000 2009-06-17 2009-06-26
소방헬기 교체구입 사업의 환율이 계
약당시보다 완공예정인 현재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지출

방호구조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소방항공대 시설
장비보강

자산및물품취득
비 286,456,000 286,456,000 286,456,000 2009-12-24 2009-12-30

09.10.3일 주요고속도로 항공순찰 임
무수행후 고장난 소방헬기(메인로터5
개, 엔진덮개2개) 정비 부족예산 지
출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총무 및 의정행
사 운영

행사운영비 13,760,000 13,760,000 13,760,000 2009-09-27 2009-10-20
의정활동 수행후 귀가중 불의의 사고
로 사망한 고 정충수 도의원 "강원도
 의회장" 집행비용 지출

기획총괄과 해양수산ㆍ어촌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자치단체자본보
조 130,787,000 130,787,000 128,674,000 2,113,000 2009-01-21 2009-01-21

동해안 이상조류에 의한 양식 우렁쉥
이 집단폐사 어업재해  복구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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