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예비비지출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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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8,363,160,000 8,121,413,190 8,210,565,330 5,760,000 146,834,670

총무행정관 일반행정
도정 역점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15,000,000 15,000,000 15,000,000 2015-11-26 2015-12-03

예상치 못했던 전직 대통령 서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
례기간 중 분향소를 설치 운영
하고자 불가피하게 소요경비를 예비
비로 지출하고자 함

총무행정관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 업무추
진

사무관리비 5,695,000 5,695,000 5,695,000 2015-03-17 2015-03-24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비용 지
급

총무행정관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 업무추
진

국내여비 9,600,000 9,562,200 9,562,200 37,800 2015-03-17 2015-04-03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비용 지
급

총무행정관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선거 업무추
진

기타부담금 519,490,000 390,690,000 390,690,000 128,800,000 2015-03-17 2015-03-18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비용 지
출

투자유치과 일반행정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
치

사무관리비 20,000,000 9,236,750 9,236,750 10,763,250 2015-08-13 2015-10-02

레고랜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
여 기 보상완료 도유재산의
장기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소
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추진
지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명도
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시행
을 위한 법원 강제집행 수수료 소요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국제교류과 일반행정
국제도시훈련센
터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17,536,000 15,782,000 15,782,000 1,754,000 2015-08-13 2015-09-08

국제도시훈련센터 온수배관 대규모
누수 발생으로 국제교육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누수배관 긴급복구
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로 지
출하고자 함

식품의약과 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

자치단체자본보
조

69,250,000 69,250,000 69,250,000 2015-08-03 2015-08-18
메르스 전파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의 선별진료소 설치 예비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축산과 농업ㆍ농촌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
약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50,000,000 650,000,000 650,000,000 2015-01-14 2015-01-16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강원
도 유입 차단을 위한 백신공급 등 긴
급예산 지원

유통원예과 농업ㆍ농촌 농산물품질관리 배상금등 94,916,000 94,916,000 2015-01-13 2015-01-15
농수특산물 판매장 지원보조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금액 지급

농업기반과 농업ㆍ농촌 가뭄대책지원
자치단체자본보
조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15-06-09 2015-06-15
강수부족과 이상고온 현상 장기간 지
속에 따른 가뭄피해 확산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재료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5-01-14 2015-04-27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강원
도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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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과 상하수도ㆍ수질
급수취약지역 수
도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
조

1,5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2015-06-23 2015-06-26

도 평균 강수량이 160mm(전년대비 50
%) 수준으로 도내 11개 시·군 35개
마을이 생활용수 제한 및 운반급수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후에도
늦은 마른장마가 예상되므로 가뭄 장
기화에 대비,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
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대체수원
확보 및 상수도 연결 등의 소요비용
을 예비비로 지원하고자 함

도로철도과 도로 도로재해복구 시설비 1,824,000,000 1,823,999,660 1,823,999,660 340 2015-08-13 2015-08-13

‘ 15.7.24~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
방도 도로사면 붕괴(8개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완된 절리층 틈새
로 식생활착 및 지하수 유출로 추가
낙석 발생 및 붕괴가 우려되어 응급
조치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
를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치수과 수자원
지방하천 유지관
리사업

시설비 284,570,000 284,570,000 284,570,000 2015-09-16 2015-09-16

원고 소유 토지의 지방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
하여 집행부서에서 하천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상 패소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5구합4462)에 대한 법
원 이행권고 결정에 따라, 협의취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5
백만원을 지급키 위한 사안으로
불가피하게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
출하고자 함

도로관리사업소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
비

공공운영비 28,300,000 28,300,000 28,300,000 2015-03-20 2015-03-23
공사대금 청구소송관련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공탁금 예비비 지급

도로관리사업소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
비

배상금등 17,213,000 17,212,940 17,212,940 60 2015-03-20 2015-03-23
회계담당 직원 공금횡령에 따른 미납
액 발생 예비비 지급

도로관리강릉지
소

도로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
리

배상금등 2,677,000 2,676,640 2,676,640 360 2015-08-03 2015-08-03
'10.10.26. 국지도56호선 긴급제동시
설 관련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의 추가 구상금 지급

도로관리태백지
소

도로 국지도28호선 댓재
도로붕괴사면 복구

시설비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2015-05-20 2015-11-25
국지도28호선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
리 일원 붕괴사면 복구공사비 지원

설상시설과 체육
용평 알파인 경
기장 건설공사(
보완)

시설비 25,000,000 25,000,000 19,240,000 5,760,000 2015-10-20 2015-12-11

조직위 요청으로 정부와 강원도가 해
당 경기장을 보완키로 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1월 예정
된 테스트이벤트 일정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한 점과 경기장 건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전용
추진 곤란한 사안으로 불가피하게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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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단 소방
특수구조단 시설
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
비

237,400,000 237,390,620 237,390,000 10,000 2015-10-28 2015-11-04

산악구조용 소방헬기(AW139)의 호이
스트 고장에 따른 인명구조
임수 수행불가로 가을철 산악사고
및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경비를 예비비
로 지출하고자 함

수산정책과 해양수산ㆍ어촌
지방어항 재해복
구

시설비 142,513,000 137,047,380 137,044,140 5,468,860 2015-10-15 2015-12-30

고성군에 위치한 지방어항 봉포항이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
으로 방파제 두부측 일부가 침하 및
유실(TTP 50개)되어 방파제 기능
이 저하됨에 따라 겨울철 고파랑에
의한 어선 피해 우려. 조속한 구조
물 기능복구를 위한 소요비용을 예비
비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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