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7건 125,100,889,000 1,159,292,000 1,159,292,000

총무행정관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3-02
성과상여금 7,597,530,000 105,000,000

2019-08-06
의원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 수요 증가로 인
한 퇴직금 예산 부족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4,799,000 105,000,000

총무행정관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4-01
연금부담금 51,676,681,000 140,000,000

2019-10-24
공무직 퇴직금 가산제 신설(`19.6.) 및 의원면
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 부족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49,799,000 140,000,000

총무행정관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4-01
연금부담금 51,716,681,000 40,000,000

2019-08-06
의원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 수요 증가로 인
한 퇴직금 예산 부족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9,799,000 40,000,000

총괄기획과 지역및도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301-06
민간인국외여비 10,000,000 5,000,000

2019-07-30
정부 균형발전 정책 강화에 따른 강원도 지역
혁신협의회 활동 증가로 인한 회의 경비 및 현
장 컨설팅 예산 부족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201-01
사무관리비 19,200,000 5,000,000

총괄기획과 지역및도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5,000,000 10,000,000

2019-07-30
정부 균형발전 정책 강화에 따른 강원도 지역
혁신협의회 활동 증가로 인한 회의 경비 및 현
장 컨설팅 예산 부족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201-01
사무관리비 24,200,000 10,000,000

사회적경제과 지역및도시

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 개최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 200,000,000

2019-05-30
복잡·다양한 박람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직접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정보산업과 일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
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00,000 54,000,000

2019-04-09
사업추진 방식 변경(도 일괄 계약 체결)으로
인한 전용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

진
207-02
전산개발비 10,000,000 54,000,000

일자리과 노동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0 70,000,000

2019-02-19

당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솔루션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산취득비가 적정하다는 검토에 따라 통
계목 변경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0 70,000,000

일자리과 노동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92,000,000 263,292,000

2019-02-19
사업설명부터 신청서 작성안내와 현장 접수까
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홍보요원을
운영하여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3,292,000

관광마케팅과 관광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000 60,000,000

2019-05-27
사업계획 변경(관광안내 차량 구입 → 차량 임
차)으로 인한 예산 전용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307-05
민간위탁금 422,000,000 6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350,000,000 35,000,000

2019-09-30
도립예술단 특별공연, 앙코르, 송년음악회 등
당초 사업계획서 외 공연 수요 증가로 인한 보
상금 예산부족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50,000,000 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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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산림관리과 임업ㆍ산촌

산불방지대책(경상)(국고)-직
접

201-01
사무관리비 18,200,000 3,000,000

2019-07-30
산림청 녹색우수마을 선정 개소수 증가(20→23
)에 따른 마을별 시상금(100만원) 부족 해소를
위한 예산 전용산불예방진화활동 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25,000,000 3,000,000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운수업체 재정보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4,330,000,000 70,000,000

2019-05-27
버스회사 파업으로 인한 일부 노선 운행불가로
시민 불편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예
산 전용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0 70,000,000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운수업체 재정보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4,400,000,000 70,000,000

2019-04-30
버스회사 파업으로 인한 일부 노선 운행불가로
시민 불편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예
산 전용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0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6,000,000 13,000,000

2019-09-30
의정자문단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집행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13,000,000

농업기술원 농업ㆍ농촌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국고)(직접)

201-03
행사운영비 82,000,000 7,000,000

2019-09-30
농가형 가공제품 온-오프라인 상품판촉 및 직
거래행사 추진 시 민간인 참가자에 대한 보상
금 부족 해소(농진청 국고보조사업)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국고)(직접)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00 7,000,000

감사위원회 일반행정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0 14,000,000

2019-06-07
사업계획 변경(서버기능 강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발)으로 인한 예산 전용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80,000,000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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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단위:원)

총 1건 294,799,183,000 350,000,000 350,000,0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
고)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2,207,580,000 350,000,000

2019-09-18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부족(본인부담 환급
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비용 부족(시군 집행분))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

고)(시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91,603,000 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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