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014년도 예산의 目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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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보수 302-01 민간인이주보상금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1-02 기타직보수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3-01 포상금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303-02 성과상여금 404-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01-01 사무관리비 304-01 연금부담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1-02 공공운영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405-02 도서구입비

201-03 행사운영비 304-03 의원상해부담금 406-01 기타자본이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5-01 배상금등 407-01 국외자본이전

202-01 국내여비 306-01 출연금 501-01 민간융자금

202-02 월액여비 307-01 의료및구료비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02-03 국외업무여비 307-02 민간경상보조금 501-03 공사·공단융자금

202-04 국제화여비 307-03 사회단체보조금 502-01 출자금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307-04 민간행사보조금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7-05 민간위탁금 60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7-06 보험금 601-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7-07 연금지급금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08 이차보전금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601-06 차관상환

204-02 직급보조비 307-10 사회복지보조 601-07 기타해외채무상환

204-03 특정업무경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2-01 예치금

205-01 의정활동비 308-02 징수교부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05-02 월정수당 308-03 조정교부금 702-01 기금전출금

205-03 의원국내여비 308-04 재정보전금 703-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5-04 의원국외여비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704-01 예탁금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8-08 기타부담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9-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06-01 감가상각비

206-01 재료비 309-0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6-02 당기순이익

207-01 연구용역비 310-01 국외경상이전 706-03 적립금

207-02 전산개발비 310-02 국제부담금 801-01 예비비

207-03 시험연구비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1-02 장학금및학자금 311-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802-03 과오납금등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802-04 잡손금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802-05 당겨쓰기충당금

301-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401-01 시설비

301-06 민간인국외여비 401-02 감리비

301-07 외빈초청여비 401-03 시설부대비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1-04 행사관련시설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2-01 민간자본보조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01-11 기타보상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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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 예산담당관실(249-4167) 또는
시·군 예산계로 연락주십시오.

본문 내용 중 단위조정(천원 → 백만원, 억원)으로 인하여

상관계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본 자료는 도정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개요

/만든 사람들         예산담당관       노  재  수

                     지방행정사무관   김  광  수

                     지방행정주사     오  흥  수

                     지방행정주사     김  학  렬 

                     지방전산주사     김  범  수

                     지방행정주사보   김  금  석

                     지방행정주사보   함  종  대

                     지방행정주사보   김  태  웅                    

                     지방행정서기보   홍  준  오

                        

/ 市·郡 참여

        춘천시  이우규(250-3349)    원주시  이수창(737-2152)

        강릉시  이승희(640-5754)    동해시  홍일표(539-8297)

        태백시  용대웅(550-2208)    속초시  이선희(639-2115)

        삼척시  최병원(570-3216)    홍천군  노성호(430-2033)

        횡성군  남복현(340-2182)    영월군  박근영(370-2074)

        평창군  오정희(330-2215)    정선군  신형관(560-2229)

        철원군  김규태(450-4089)    화천군  남재선(440-2212)

        양구군  한명섭(480-2212)    인제군  장기만(460-2012)

        고성군  김응규(680-3217)    양양군  양승남(67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