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9건 54,772,943,000 3,573,956,000 3,573,956,000

총무행정관 일반행정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0,060,000 10,000,000

2020-09-15
아이돌봄센터 용도변경으로 인한 법적요건 구
비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401-01
시설비 1,300,046,000 10,000,000

총무행정관 일반행정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국고)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700,000 5,069,000

2020-12-11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복 제작 및 방역 물품 지급 예산 부족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

계 구축(국고)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 5,069,000

기업지원과 노동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0 40,000,000

2020-08-1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방식 변경(4개 노조
통합 추진에서 개별 추진으로 변경)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000,000

바이오헬스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국가직접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62,000,000 1,800,428,000

2020-08-13
예산절감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구
축 사업 추진방식 변경(건물 임대 → 건물 일
부 매입)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국가직접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00,428,000

정보산업과 일반행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98,070,000 39,600,000

2020-08-26
강원모바일상품권 도입에 따른 강원마트 결제
모듈 추가사업 예산 부족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95,000,000 39,600,000

일자리정책과 노동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
원(국고)(직접)

201-01
사무관리비 63,000,000 38,971,000

2020-06-24 예산부족 시군 조정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
원(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37,000,000 38,971,000

일자리정책과 노동

취업촉진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8,000,000 22,000,000

2020-03-02
강원도 일자리재단 사무실(7월 설립) 리모델링
본공사 시작을 위한 실시설계 조기 추진

취업촉진사업 추진
401-01
시설비 22,000,000

중국통상과 무역및투자유치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
성(전환)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10,000,000 300,000,000

2020-11-27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홍콩 등 해외 비대면
수출마케팅 사업 예산 부족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000 30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 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00 8,500,000

2020-03-10
운영 위·수탁 협약 변경에 따른 위탁수수료(5
%) 추가 소요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000 8,5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 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491,500,000 120,000,000

2020-04-09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 불가에 따른
온라인 공연 추진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00

체육과 체육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
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776,073,000 100,000,000

2020-08-13
강원체육회관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예산 부족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50,000,000 1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올림픽시설과 체육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73,000,000 150,000,000

2020-08-13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트랙 가스배관 기밀시험
통계목 정정(유지보수가 아닌 시설사업으로 성
격)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1,410,000,000 150,000,000

동물방역과 농업ㆍ농촌

ASF,HPAI,FMD 상시방역체계 구
축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58,640,000 175,000,000

2020-09-15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강화된 돼지
입식 방역시설 설치 예산 부족ASF,HPAI,FMD 상시방역체계 구

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000 175,000,000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저장고 관리
206-01
재료비 453,000,000 47,888,000

2020-09-28
씨감자 보급종 수매물량 전년대비 20% 이상 증
가로 인한 씨감자 수확 선별 인력 부족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000,000 47,888,000

산림소득과 임업ㆍ산촌

강원임업인대상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000,000 1,000,000

2020-04-09
코로나19 관련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나물 특
판행사 추진산림가치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000,000

산림소득과 임업ㆍ산촌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
고)

206-01
재료비 4,884,454,000 100,000,000

2020-07-06
산림청 조림사업의 산림조합 위탁 추진 시범사
업 선정(횡성군)에 따른 과목 조정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

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임업ㆍ산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6,400,000 10,000,000

2020-11-02
2020.10.30.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추가 관사 임차 예산 부족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406-01
기타자본이전 10,000,000

총괄기획과 지역및도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
케팅(국고)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0 600,000,000

2020-08-03
홍보 마케팅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기관
위탁(경제진흥원)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

케팅(국고)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000

농업기술원 농업ㆍ농촌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국고)(직접)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000,000 5,500,000

2020-10-12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소농대전 추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국고)(직접)

201-03
행사운영비 12,500,000 5,5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단위:원)

총 1건 328,615,463,000 540,000,000 540,000,0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
고)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25,838,418,000 540,000,000

2020-08-03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지
원 등 시군 경상사업비 부족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

고)(시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7,045,000 54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