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38건 240,330,494,000 882,082,000 882,082,000

공보관실 일반행정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493,000,000 230,000,000

2010-02-08
도내 산간·벽지 TV 난시청 조기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2~3월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소요
되는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사용.도정홍보 시책추진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30,000,000

공보관실 일반행정

언론홍보 극대화 202-03
국외업무여비 16,000,000 9,000,000

2010-11-10

도내 언론취재단을 구성하여, 제16회 2010광저
우 아시안게임 참가 해외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소요예산 전용언론홍보 극대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14,000,000 9,000,000

공보관실 일반행정

언론홍보 극대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 7,000,000

2010-06-18
설악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양양국제공항 양양~
중국 상해/심양간 전세기 취항을 홍보하고자 
도내 언론사 기자단 팸투어 소요예산 전용언론홍보 극대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7,000,000 7,000,000

국제협력실 일반행정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
의 개최

301-08
외빈초청여비 55,800,000 11,000,000

2010-05-20

제1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를 당
초에는 세부사업별로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국제행사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

의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94,810,000 11,000,000

국제협력실 일반행정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
의 개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9,390,000 26,390,000

2010-05-20

제1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를 당
초에는 세부사업별로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국제행사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

의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105,810,000 26,390,000

기획관실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기타직보수 104,003,000 4,034,000

2010-10-2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예산을 기타직 보수에
서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200,000 4,034,000

지역발전담당관실 지역및도시

광역행정협력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840,000 4,121,000

2010-04-22

GTI 국내계획 선도를 위한 중국 지린성과의 기
업체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논의에 민간기업체
 대표를 참여시기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소요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광역행정협력 추진 301-07

민간인국외여비 4,121,000

서울사무소 일반행정

서울사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4,600,000 10,000,000

2010-01-05
강원도민회관 건물관리용역비(인건비) 계약 부
족에 따른 전용사용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13,000,000 10,000,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보수 51,152,540,000 41,000,000

2010-11-10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보수에서 예산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204-02
직급보조비 622,980,000 41,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38,344,000 9,277,000

2010-11-23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 연말 
중앙부처 주관행사 참석 및 도주관 워크숍  개
최에 부족한 예산을 기타보상금에서 전용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14,025,000 9,277,000

체육청소년과 체육

국제체육교류 301-08
외빈초청여비 26,000,000 3,000,000

2010-06-28
당초 교류예정이었던 중국 길림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류계획이 '한·일·러 청소년 체육교
류'로 변경됨에 따라 소요예산 전용국제체육교류 201-03

행사운영비 19,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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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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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220,000,000 175,000,000

2010-08-20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도내 공항 '항공기 정
기선 및 전세기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운항
장려금이 부족하여 전세기 모객인센티브(민간
경상보조) 사업비에서 부족예산 전용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900,000,000 175,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201-03
행사운영비 90,000,000 30,000,000

2010-08-10

강원관광 해외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확대를 위
한 "인바운드 여행사 및 해외언론사 팸투어"사
업 추가 실시(40회)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행
사운영비에서 전용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301-08

외빈초청여비 34,000,000 30,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6,000,000

2010-12-29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역축제 개최가 연기됨
에 따라 관광객 모객 등 축제 개최운영에 차질
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홍보비 부족예산을 지
원코자 예산전용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5,000,000 6,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201-03
행사운영비 60,000,000 1,000,000

2010-12-29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역축제 개최가 연기됨
에 따라 관광객 모객 등 축제 개최운영에 차질
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홍보비 부족예산을 지
원코자 예산전용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1,000,000 1,00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301-08
외빈초청여비 10,000,000 5,000,000

2010-12-29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역축제 개최가 연기됨
에 따라 관광객 모객 등 축제 개최운영에 차질
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홍보비 부족예산을 지
원코자 예산전용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0,000,000 5,000,000

디엠제트박물관 관광

소장품 수집관리 206-01
재료비 150,000,000 48,840,000

2010-06-18

DMZ의 대표적 역사유물인 철책을 디엠제트 박
물관 야외전시장에 이전·복원(600m)하여 전시
체험시설로 활용코자 소요예산을 재료비에서 
전용소장품 수집관리 401-01

시설비 48,84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가족정책 홍보 202-01
국내여비 17,320,000 200,000

2010-06-28

지난 6.2 지방선거 도내 여성 당선자들을 대상
으로 의정활동의 적극적 참여 방안 모색 등 의
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
하는 행사지원 소요경비 부족 예산 전용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307-04

민간행사보조 19,000,000 2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가족정책 홍보 202-04
국제화여비 16,800,000 9,800,000

2010-06-28

지난 6.2 지방선거 도내 여성 당선자들을 대상
으로 의정활동의 적극적 참여 방안 모색 등 의
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
하는 행사지원 소요경비 부족 예산 전용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307-04

민간행사보조 19,200,000 9,8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국고)

307-02
민간경상보조 44,676,000 31,176,000

2010-08-10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을 당초 민간 평가단
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
무를 도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계
획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국고)
201-01
사무관리비 31,176,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국고)

307-02
민간경상보조 13,500,000 1,500,000

2010-08-10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을 당초 민간 평가단
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
무를 도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계
획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국고)
202-01
국내여비 1,500,000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국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68,000

2010-10-27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부족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에서 전용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국고)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 68,000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국
고)

206-01
재료비 816,339,000 28,000,000

2010-11-10
씨감자 수확작업을 당초 1차에서 2차 수확으로
 변경하여 작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
로자 인건비 부족예산 전용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국

고)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9,399,000 28,0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07-03
시험연구비 69,353,000 6,600,000

2010-10-27

실험실 축산물 검사장비 보호용 냉난방기의 노
후로 인한 수리비용 및 난방 연료비의 증가에 
대한 부족예산을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에서 전
용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920,000 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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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01-02
공공운영비 4,800,000 1,000,000

2010-10-27

'10년 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운영한 비
상대책반의 관용차량 운향 증가로 차량 유지보
수비 부족예산을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에서 전
용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619,000 1,0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진단 · 진료 207-03
시험연구비 19,000,000 2,500,000

2010-10-27

'10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운영한 
비상대책반의 관용차량 운행 증가로 차량 유지
보수비 부족예산을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에서 
전용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219,000 2,5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축산물안전성검사 207-03
시험연구비 18,000,000 1,900,000

2010-10-27

'10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운영한 
비상대책반의 관용차량 운행 증가로 차량 유지
보수비 부족예산을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에서 
전용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2,719,000 1,900,000

지역도시과 지역및도시

산소길·자전거길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40,000,000 25,000,000

2010-09-15

'산소길 강원3000리 -2010대행진'을 당초 도 
주관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대외 홍보효과 등
 붐 조성 확대를 위해 민간 주관행사인 '출향
도민 고향땅 밟기운동'과 통합하여 추진코자 산소길·자전거길 활성화 307-04

민간행사보조 25,000,000

국제행사과 체육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45,000,000

2010-08-13

전세계 50여개국이 참가하는 춘천 월드레져총
회 및 경기대회 개최기간 중, 2018평창동계올
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에 소요
되는 예산 전용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45,000,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보수 82,480,862,000 4,270,000

2010-11-23
회성소방서 신설 및 정원증원(307명)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예산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0,400,000 4,270,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보수 82,476,592,000 80,000,000

2010-11-23
횡성소방서 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
비 부족예산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2,927,340,000 80,000,000

농업기술원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보수 5,881,011,000 9,956,000

2010-11-23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보수에서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187,860,000 9,956,000

농업기술원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보수 5,871,055,000 1,005,000

2010-11-2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보수에서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600,000 1,005,000

어업지원과 해양수산ㆍ어촌

대외교류협력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2010-08-10
일본 돗도리현에서 개최예정인 '제11회 한일 
수산세미나'에 참가하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
문가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 소요예산 전용 대외교류협력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00

어업지원과 해양수산ㆍ어촌

대외교류협력 201-02
공공운영비 500,000 500,000

2010-08-10
일본 돗도리현에서 개최예정인 '제11회 한일 
수산세미나'에 참가하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
문가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 소요예산 전용 대외교류협력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00 500,000

동해수산사무소 해양수산ㆍ어촌

행정 정보화(국고) 201-02
공공운영비 19,000,000 7,600,000

2010-10-27
어업인 정보화 교육장비(PC, PC책상 및 의자 
등) 교체 부족예산을 공공운영비(정보화 교육
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용행정 정보화(국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570,000 7,600,000

동해수산사무소 해양수산ㆍ어촌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국고)

201-01
사무관리비 9,000,000 1,500,000

2010-10-27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부족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국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298,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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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

식품영양성분 분석 207-03
시험연구비 18,718,000 1,845,000

2010-11-23
추가실험 및 분석결과 정리 등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예산을 시험연구비에
서 전용식품영양성분 분석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82,000 1,8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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