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편성

나. 변경요지 : -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과목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3,440,000,000 3,440,000,000

남북교류과 3,440,000,000 3,440,000,000

일반공공행정 3,440,000,000 3,440,000,000

일반행정 3,440,000,000 3,440,000,000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3,440,000,000 3,440,000,000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3,440,000,000 3,440,000,000

남북교류협력지원 3,440,000,000 3,440,000,000

307 민간이전 3,440,000,000 3,290,000,000 △150,000,000 △4%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40,000,000 3,290,000,000 △150,000,000 △4% 2020.04.16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으로
국제부담금 과목편성에 따른 감액 반영

310 국외이전 150,000,000 150,000,000

310-02 국제부담금 150,000,000 150,000,000 2020.04.16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으로
국제부담금 과목편성에 따른 증액 반영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과징금 과오납금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나. 변경요지 :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요청(평창군) 및 행정심판 감면 반환금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6,245,239,000 6,548,901,000 303,662,000 5%

보건위생정책과 6,245,239,000 6,548,901,000 303,662,000 5%

보건 6,245,239,000 6,548,901,000 303,662,000 5%

보건의료 6,045,239,000 6,358,901,000 313,662,000 5%

재무활동(보건위생정책과) 6,045,239,000 6,358,901,000 313,662,000 5%

보전지출 6,045,239,000 6,358,901,000 313,662,000 5%

여유자금 예치 6,045,239,000 6,358,901,000 313,662,000 5%

602 예치금 6,039,239,000 6,342,901,000 303,662,000 5%

602-01 예치금 6,039,239,000 6,342,901,000 303,662,000 5% 2020.11.05 2019년 식품진흥기금 결산금액 반영

802 반환금기타 6,000,000 16,000,000 10,000,000 167%

802-03 기타반환금등 6,000,000 16,000,000 10,000,000 167% 2020.11.05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요청(평창군) 및 행정심
판 감면 반환금 증액

식품의약안전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선진 위생문화 정착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식품위생수준향상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501 융자금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501-01 민간융자금 200,000,000 190,000,000 △10,000,000 △5% 2020.11.05
과오납금 증액에 따른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수입(강원랜드 부담금 등) 및 지출(폐광지역 중장기사업 등) 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나. 변경요지 : 1. 강원랜드 부담금 확정 등(수입조정) 및 시군 지원금 등 변경(지출조정)
2.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중장기계획 변경, 예치금 조정(지출조정)
3. 사무관리비 감액, 중장기계획 변경, 예치금 조정(지출조정)
4. 과소징수분 등 강원랜드 부담금 증액(지출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10,583,335,000 371,682,487,000 161,099,152,000 77%

자원개발과 210,583,335,000 371,682,487,000 161,099,152,000 77%

국토및지역개발 210,583,335,000 371,682,487,000 161,099,152,000 77%

지역및도시 210,583,335,000 371,682,487,000 161,099,152,000 77%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130,249,500,000 179,126,514,000 48,877,014,000 38%

폐광지역개발지원 130,249,500,000 179,126,514,000 48,877,014,000 38%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7,527,500,000 4,518,000,000 △3,009,500,000 △40%

201 일반운영비 33,000,000 18,000,000 △15,000,000 △45%

201-01 사무관리비 33,000,000 18,000,000 △15,000,000 △45% 2020.10.28 사무관리비 조정

308 자치단체등이전 500,000,000 500,000,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000 500,000,000 2020.01.01 변동없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994,500,000 4,000,000,000 △2,994,500,000 △43%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994,500,000 4,000,000,000 △2,994,500,000 △43% 2020.08.18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조정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22,722,000,000 174,608,514,000 51,886,514,000 42%

207 연구개발비 109,000,000 109,000,000

207-01 연구용역비 109,000,000 109,000,000 2020.01.01 변동없음

308 자치단체등이전 3,757,000,000 3,757,00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0 1,000,000,000 2020.01.01 변동없음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57,000,000 2,757,000,000 2020.01.01 변동없음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000 2,300,000,000 300,000,000 15%

401-01 시설비 2,000,000,000 2,300,000,000 300,000,000 15% 2020.10.28 중장기사업 추가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0,856,000,000 157,442,514,000 46,586,514,000 42%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0,856,000,000 157,442,514,000 46,586,514,000 42% 2020.10.28 시군배분액 및 중장기 사업 조정

501 융자금 6,000,000,000 11,000,000,000 5,000,000,000 83%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6,000,000,000 11,000,000,000 5,000,000,000 83% 2020.05.19 소상공인 지원 추가

재무활동(폐광지역개발기금) 80,333,835,000 192,555,973,000 112,222,138,000 140%

보전지출 80,333,835,000 192,555,973,000 112,222,138,000 140%

폐광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예치 80,333,835,000 192,555,973,000 112,222,138,000 140%

602 예치금 80,333,835,000 192,555,973,000 112,222,138,000 140%

602-01 예치금 80,333,835,000 192,555,973,000 112,222,138,000 140% 2020.12.11
강원랜드 부담금(20년도분 및 과소징수분) 증
가로 인한 예치금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일[2020.5.19.(1차), 8.18(2차), 10.28.(3차), 12.11.(4차)]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 필요

나. 변경요지 : 긴급재난대책 추진 - 18,637백만원 증액(자치단체 이전 등)
사업추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 2,000백만원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2,564,096,000 27,501,027,000 4,936,931,000 22%

재난복구과 22,564,096,000 27,501,027,000 4,936,931,000 22%

공공질서및안전 22,564,096,000 27,501,027,000 4,936,931,000 22%

재난방재ㆍ민방위 22,564,096,000 27,501,027,000 4,936,931,000 22%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2,540,000,000 21,922,573,000 19,382,573,000 763%

재해대책강화 2,540,000,000 21,922,573,000 19,382,573,000 763%

긴급재난대책 추진 2,500,000,000 21,922,573,000 19,422,573,000 777%

201 일반운영비 1,000,000,000 1,00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0 1,000,000,000 2020.03.04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긴급지원(100
0백만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8,122,573,000 18,122,573,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122,573,000 18,122,573,000 2020.12.1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긴급지원(증 1740
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분 지원(증 16383백만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 12%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 12% 2020.03.04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긴급지원(증
300백만원)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20.12.1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추진에 따른
대책추진사업비 감액(감 1000백만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40,000,000 △40,000,000 △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00 △40,000,000 △100%

401-01 시설비 40,000,000 △40,000,000 △100% 2020.12.11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추진에 따른 대
책추진 사업비 증액위해 불용예산 감액

재무활동(재난복구과) 20,024,096,000 5,013,004,000 △15,011,092,000 △75%

보전지출 20,024,096,000 5,013,004,000 △15,011,092,000 △75%

여유자금 예치 20,024,096,000 5,013,004,000 △15,011,092,000 △75%

602 예치금 20,024,096,000 5,013,004,000 △15,011,092,000 △75%

602-01 예치금 20,024,096,000 5,013,004,000 △15,011,092,000 △75% 2020.12.1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감액(△ 1628백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분 지원 위해 감액(
△ 1638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증 1000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증 2000백만원)

안전한 방재·복구기반 구축 565,450,000 565,450,000

재해대책강화 565,450,000 565,450,000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265,450,000 265,4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5,450,000 265,450,000

401-01 시설비 265,450,000 265,450,000 2020.03.0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위한 4차분 용역 추
진

내진성능평가사업 300,000,000 30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 100,00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100,000,000 2020.03.04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추가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00 200,000,000

401-01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2020.03.04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추가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농어촌진흥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가공업체 및 민박사업자 융자 지원확대

나. 변경요지 : 1. 융자사업비 5,000,000천원 증액
2. 정책사업비 증액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89,608,130,000 66,232,444,000 △23,375,686,000 △26%

농정과 89,608,130,000 66,232,444,000 △23,375,686,000 △26%

농림해양수산 89,608,130,000 66,232,444,000 △23,375,686,000 △26%

농업ㆍ농촌 89,608,130,000 66,232,444,000 △23,375,686,000 △26%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35,831,600,000 40,831,600,000 5,000,000,000 14%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35,831,600,000 40,831,600,000 5,000,000,000 14%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35,831,600,000 40,831,600,000 5,000,000,000 14%

501 융자금 35,831,600,000 40,831,600,000 5,000,000,000 14%

501-01 민간융자금 35,831,600,000 40,831,600,000 5,000,000,000 14% 2020.04.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가공업체 및 민
박사업자 융자 지원확대

재무활동(농정과) 53,776,530,000 25,400,844,000 △28,375,686,000 △53%

보전지출 53,776,530,000 25,400,844,000 △28,375,686,000 △53%

여유자금 예치 53,776,530,000 25,400,844,000 △28,375,686,000 △53%

602 예치금 53,776,530,000 25,400,844,000 △28,375,686,000 △53%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01 예치금 53,776,530,000 25,400,844,000 △28,375,686,000 △53% 2020.04.16
정책사업비 증액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
금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9년 결산 및 융자 규모확대로 인해 예치금을 조정하고,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른 융자수요 증가 반영

나. 변경요지 : 예치금 486,759백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200백만 원 감액
예탁금 298,500백만 원 및 융자금 50,000백만 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200백만 원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942,518,977,000 804,259,277,000 △138,259,700,000 △15%

예산과 942,518,977,000 804,259,277,000 △138,259,700,000 △15%

일반공공행정 942,518,977,000 804,259,277,000 △138,259,700,000 △15%

지방행정ㆍ재정지원 682,518,977,000 195,759,277,000 △486,759,700,000 △71%

재무활동(예산과) 682,518,977,000 195,759,277,000 △486,759,700,000 △71%

보전지출 682,518,977,000 195,759,277,000 △486,759,700,000 △71%

지역개발채권 운용 170,130,000,000 170,130,000,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14,130,000,000 13,930,000,000 △200,000,000 △1%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4,130,000,000 13,930,000,000 △200,000,000 △1% 2020.12.31 지역개발채권 상환 대금 초과 청구

601 차입금원금상환 156,000,000,000 156,200,000,000 200,000,000 0%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56,000,000,000 156,200,000,000 200,000,000 0% 2020.12.31 지역개발채권 상환 대금 초과 청구

여유자금 예치 512,388,977,000 25,629,277,000 △486,759,700,000 △95%

602 예치금 512,388,977,000 25,629,277,000 △486,759,700,000 △95%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01 예치금 512,388,977,000 25,629,277,000 △486,759,700,000 △95% 2020.09.28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른 감액

재정ㆍ금융 260,000,000,000 608,500,000,000 348,500,000,000 134%

지역개발기금관리 260,000,000,000 608,500,000,000 348,500,000,000 134%

지역개발사업 자금조성 및 공급 260,000,000,000 608,500,000,000 348,500,000,000 134%

지역개발기금 운용 260,000,000,000 608,500,000,000 348,500,000,000 134%

501 융자금 160,000,000,000 210,000,000,000 50,000,000,000 31%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160,000,000,000 210,000,000,000 50,000,000,000 31% 2020.09.28 융자 신규 수요

704 예탁금 100,000,000,000 398,500,000,000 298,500,000,000 298%

704-01 예탁금 100,000,000,000 398,500,000,000 298,500,000,000 298% 2020.09.28 코로나-19 대응 융자 수요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생활지원 및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지원

나. 변경요지 : 1. 코로나19 긴급지원 및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비 증액(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비 증액(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및 응급구호세트 구입비 증액(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 코로나19 긴급지원 및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비용 사용으로 예치금 감소(예치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사용)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9,961,933,000 26,708,753,000 △3,253,180,000 △11%

재난복구과 29,961,933,000 26,708,753,000 △3,253,180,000 △11%

공공질서및안전 29,961,933,000 26,708,753,000 △3,253,180,000 △11%

재난방재ㆍ민방위 29,961,933,000 26,708,753,000 △3,253,180,000 △11%

이재민 보호기능 강화 1,000,000,000 20,500,000,000 19,500,000,000 1950%

재해구호지원 1,000,000,000 20,500,000,000 19,500,000,000 1950%

재해구호지원 1,000,000,000 20,500,000,000 19,500,000,000 1950%

201 일반운영비 300,000,000 338,000,000 38,000,000 13%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338,000,000 38,000,000 13% 2020.03.25 응급구호세트 구입비 증액

301 일반보전금 12,000,000 12,000,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2,000,000 12,000,000 2020.03.25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민
간인 여비 지급

308 자치단체등이전 700,000,000 19,850,000,000 19,150,000,000 2736%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0,000 19,850,000,000 19,150,000,000 2736% 2020.08.1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생활지원
비 및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비 등
증액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0,000 300,000,000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300,000,000 2020.08.18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조립주택비 증액

재무활동(재난복구과) 28,961,933,000 6,208,753,000 △22,753,180,000 △79%

보전지출 28,961,933,000 6,208,753,000 △22,753,180,000 △79%

예치금 28,961,933,000 6,208,753,000 △22,753,180,000 △79%

602 예치금 28,961,933,000 6,208,753,000 △22,753,180,000 △79%

602-01 예치금 28,961,933,000 6,208,753,000 △22,753,180,000 △79% 2020.09.10
코로나19 지원 및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
민 구호활동에 따른 구호비용 사용으로 예치
금 감소(기금변경을 통해 사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일[2020.3.25.(1차), 5.13.(2차), 8.18.(3차), 9.10.(4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