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 편성

나. 변경요지 :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사업,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신규 편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165,000,000 △1,165,000,000 △100%

균형발전과 1,165,000,000 △1,165,000,000 △100%

일반공공행정 1,165,000,000 △1,165,000,000 △100%

일반행정 1,165,000,000 △1,165,000,000 △100%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1,165,000,000 △1,165,000,000 △100%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1,165,000,000 △1,165,000,000 △100%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지원 1,165,000,000 △1,165,000,000 △100%

307 민간이전 1,165,000,000 △1,165,000,000 △1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65,000,000 915,000,000 △250,000,000 △21% 2017.11.24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사업 신규 편성을 위한 예산 감
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300,000,000 2017.12.11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고려황궁 개성만
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신규 편성을 위한
예산 감액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000 250,000,000 2017.11.24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사업 신규 편
성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00 300,000,000 2017.12.11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신규 편성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염원 강원외식인한마음전진대회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개정에 따른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운영

나. 변경요지 : 1. 강원외식인한마음전진대회 확대개최(200명->350명)
2. 식품위생법 제89조 개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을 기금으로 편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5,350,418,000 5,355,418,000 5,000,000 0%

식품의약과 5,350,418,000 5,355,418,000 5,000,000 0%

보건 5,350,418,000 5,355,418,000 5,000,000 0%

보건의료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재무활동(식품의약과)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보전지출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여유자금 예치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602 예치금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602-01 예치금 5,309,418,000 5,286,078,000 △23,340,000 0% 2017.09.03 고유목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식품의약안전 41,000,000 69,340,000 28,340,000 69%

선진 위생문화 정착 41,000,000 69,340,000 28,340,000 69%

식품위생수준향상 41,000,000 69,340,000 28,340,000 69%

음식문화개선사업 41,000,000 64,340,000 23,340,000 57%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7 민간이전 41,000,000 64,340,000 23,340,000 5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0,000 64,340,000 23,340,000 57% 2017.09.03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염원 강원외식인한
마음전진대회 확대

식품진흥기금운용 5,000,000 5,000,000

301 일반보상금 5,000,000 5,000,000

301-11 기타보상금 5,000,000 5,000,000 2017.03.06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개정
에 따른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운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ㅁ(주)강원랜드 정기주주 총회,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수입·지출액 및 사업비 변경

ㅁ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나. 변경요지 : ㅁ 2017. 9. 20일자 1차 변경 -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70,572,991,000 174,543,991,000 3,971,000,000 2%

자원개발과 170,572,991,000 174,543,991,000 3,971,000,000 2%

국토및지역개발 170,572,991,000 174,543,991,000 3,971,000,000 2%

지역및도시 170,572,991,000 174,543,991,000 3,971,000,000 2%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170,115,000,000 164,041,000,000 △6,074,000,000 △4%

폐광지역개발지원 170,115,000,000 164,041,000,000 △6,074,000,000 △4%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70,115,000,000 164,041,000,000 △6,074,000,000 △4%

307 민간이전 80,000,000 480,000,000 400,000,000 5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00 480,000,000 400,000,000 500% 2017.09.20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735,000,000 1,035,000,000 300,000,000 41%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735,000,000 1,035,000,000 300,000,000 41% 2017.09.20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변경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9,300,000,000 162,526,000,000 △6,774,000,000 △4%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9,300,000,000 162,526,000,000 △6,774,000,000 △4% 2017.09.20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재무활동(폐광지역개발기금) 457,991,000 10,502,991,000 10,045,000,000 2193%

보전지출 457,991,000 10,502,991,000 10,045,000,000 2193%

여유자금 예치(폐광지역개발기금) 457,991,000 10,502,991,000 10,045,000,000 2193%

602 예치금 457,991,000 10,502,991,000 10,045,000,000 2193%

602-01 예치금 457,991,000 10,502,991,000 10,045,000,000 2193% 2017.09.20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 및 예치금 감소

나. 변경요지 : 1차 변경 : 신규사업(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상
2차 변경 : 신규사업(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 계상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01,273,909,000 100,913,318,000 △360,591,000 0%

자원개발과 101,273,909,000 100,913,318,000 △360,591,000 0%

일반공공행정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재정ㆍ금융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재무활동(자원개발과)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보전지출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602 예치금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602-01 예치금 97,910,309,000 97,009,718,000 △900,591,000 △1% 2017.06.29 기금목적 사업 수행에 따른 예치금 조정

국토및지역개발 3,363,600,000 3,903,600,000 540,000,000 16%

지역및도시 3,363,600,000 3,903,600,000 540,000,000 16%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3,363,600,000 3,903,600,000 540,000,000 16%

비축무연탄관리 3,363,600,000 3,903,600,000 540,000,000 16%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3,363,600,000 3,903,600,000 540,000,000 16%

308 자치단체등이전 2,061,600,000 2,201,600,000 140,000,000 7%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61,600,000 2,201,600,000 140,000,000 7% 2017.03.14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 사업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02,000,000 1,702,000,000 400,000,000 3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2,000,000 1,702,000,000 400,000,000 31% 2017.06.29 진폐재해자 일자리 신규 사업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계절적·지역적 재난취약 요인을 해소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조성

나. 변경요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및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조치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6,383,205,000 18,952,967,000 2,569,762,000 16%

방재과 16,383,205,000 18,952,967,000 2,569,762,000 16%

공공질서및안전 16,383,205,000 18,952,967,000 2,569,762,000 16%

재난방재ㆍ민방위 16,383,205,000 18,952,967,000 2,569,762,000 16%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15,000,000 50,000,000 35,000,000 233%

재해대책강화 15,000,000 50,000,000 35,000,000 23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15,000,000 40,000,000 25,000,000 167%

307 민간이전 15,000,000 40,000,000 25,000,000 16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00 40,000,000 25,000,000 167% 2017.07.26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등 증액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 10,000,000 10,0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000 1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 4,000,000 2017.07.26
신속한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임차차량 운
영비 증액

201-02 공공운영비 6,000,000 6,000,000 2017.07.26
신속한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임차차량 운
영비 증액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재무활동(방재과) 16,368,205,000 18,902,967,000 2,534,762,000 15%

보전지출 16,368,205,000 18,902,967,000 2,534,762,000 15%

여유자금 예치 16,368,205,000 18,902,967,000 2,534,762,000 15%

602 예치금 16,368,205,000 18,902,967,000 2,534,762,000 15%

602-01 예치금 16,368,205,000 18,902,967,000 2,534,762,000 15% 2017.07.26 고유목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회수) 항목을 수정할 필요성 발생 및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내에서변경할 필요성 발생

나. 변경요지 : - 전년도 결산결과 예치금 항목이 증가하여 예치금 결산 금액만큼 증액
- 시군 융자금 수요 중가에 따른 정책사업내 예산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310,355,140,000 480,066,563,000 169,711,423,000 55%

예산과 310,355,140,000 480,066,563,000 169,711,423,000 55%

일반공공행정 310,355,140,000 480,066,563,000 169,711,423,000 55%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재무활동(예산과)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보전지출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여유자금 예치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602 예치금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602-01 예치금 305,355,140,000 475,066,563,000 169,711,423,000 56% 2018.01.23

재정ㆍ금융 5,000,000,000 5,000,000,000

지역개발기금관리 5,000,000,000 5,000,000,000

지역개발사업 자금조성 및 공급 5,000,000,000 5,000,000,000

지역개발기금 운용 5,000,000,000 5,00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501 융자금 5,000,000,000 5,000,000,000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2,500,000,000 △2,500,000,000 △100% 2018.01.23

501-04 시ㆍ군ㆍ구융자금 2,500,000,000 5,000,000,000 2,500,000,000 100% 2018.01.23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