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2건 16,733,361,000 4,373,838,000 4,373,838,000

회계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33,118,000 10,000,000

2018-05-2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
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이샤워장 설치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800,000,000 10,000,000

회계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0 166,882,000

2018-05-21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
간제근로자(8명) 인건비

청사관리 및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882,000

정보산업과 일반행정

강원도 ICT 발전 중·장기 전
략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0

2018-03-14
제4차 강원도 ICT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강원도 ICT 발전 중·장기 전

략계획 수립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00

체육과 체육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90,000,000 1,390,000,000

2018-09-10
재무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회 운영(드림프로
그램) 부적정 지적에 따라 도 직접 시행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201-03
행사운영비 1,390,000,000

총괄관리과 체육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85,500,000 250,000,000

2018-01-17
2018평창동계올림픽 효율적 보도지원(비등록
미디어센터) 편의 제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50,000,000

올림픽발전과 체육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301-07
외빈초청여비 800,000,000 448,612,000

2018-09-18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를 위한 예
산 전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448,612,000

빙상시설과 체육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287,850,000 13,000,000

2018-03-30
평창 슬라이딩센터 유지보수 인력 필요에 따라
원활한 유지보수 위한 전용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0,000

빙상시설과 체육

대회기간중 완벽한 경기장 제
공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2,010,000 7,890,000

2018-05-03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
리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274,850,000 7,890,000

빙상시설과 체육

대회기간중 완벽한 경기장 제
공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8,240,000 26,230,000

2018-05-03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
리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6,230,000

올림픽시설과 체육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465,760,000 500,000,000

2018-11-02
강릉하키센터 영구존치 결정 및 올림픽레거시
컴 하키대회 개최에 따른 센터 내 전광판 설치
공사 소요 예산 전용 추진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500,000,000

동물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6,660,000 12,535,000

2018-05-21
공공부문 비정규의 정규 전환(기간제근로자 1
명)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35,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산림과학연구원 임업ㆍ산촌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201-01
사무관리비 32,500,000 21,000,000

2018-08-27 실시설계결과 자재비 인상 등 시설비 부족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164,500,000 21,000,000

치수과 수자원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450,000,000 450,000,000

2018-02-26
지역수자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수
성을 감안 수자원분야 전문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0,000

치수과 수자원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000,000 300,000,000

2018-09-18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전용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401-01
시설비 300,0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
터 운영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000,000 300,000,000

2018-08-27
사업내용과 예산과목이 불합리하여 예산전용
필요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

터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000

균형발전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국
고)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 40,000,000

2018-05-21 강원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효율적 추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국
고)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00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65,000,000 20,000,000

2018-10-28
도의원 휴게공간 부족으로 실외 휴게공간 설치
를 위한 예산 전용 추진

청사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45,000,000 20,000,000

농업기술원 농업ㆍ농촌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국고)(직접)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5,000,000 10,000,000

2018-09-27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부족분
전용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국고)(직접)
201-03
행사운영비 72,000,000 10,000,000

미래농업교육원 농업ㆍ농촌

농업인교육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7,300,000 22,500,000

2018-02-26
노후 된 생활관 내 침구류 구매 관련 일부 품
목(매트리스)에 대한 예산 전용

농업인교육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7,500,000 22,500,000

미래농업교육원 농업ㆍ농촌

청사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7,440,000 400,000

2018-12-20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설비 부족분(관급자재비)
예산 전용

청사운영관리
401-01
시설비 148,133,000 400,000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
업부

무역및투자유치

전략적 투자유치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000 150,000,000

2018-06-13
비철금속 클러스트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전략적 투자유치
207-01
연구용역비 150,000,000

인재개발원 일반행정

청사시설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45,000,000 134,789,000

2018-02-07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전용 추진

청사시설 유지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4,789,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원)

총 1건 410,524,000 410,524,000 410,524,000

소방행정과 소방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
리

307-05
민간위탁금 410,524,000 410,524,000

2018-02-07
소방청사 미화관리운영 변경(용역→직접 고용)
에 따른 예산 전용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

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0,5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