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58건 290,358,094,000 1,440,420,000 1,440,420,000

공보관실 일반행정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159,100,000 20,000,000

2008-09-04
강원도보 발간 입찰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단
가상승으로 인한 하반기 부족분 전용사용

2008년 강원도보 발간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0 20,000,000

국제협력실 일반행정

해외자매도 대학생 초청 장학
금

301-02
장학금및학자금 11,000,000 1,830,000

2008-12-05
동북아 대학교수협의회 참가자 지원에 따른 예
산전용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000 1,830,000

국제협력실 일반행정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301-08
외빈초청여비 20,000,000 6,500,000

2008-10-27
재독 강원도민회 주최 2008 강원인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한 전용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202-03
국외여비 76,500,000 6,500,000

서울사무소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132,842,000 505,000

2008-11-21
2008.11.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급
보조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25,920,000 505,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3-02
성과상여금 8,209,770,000 47,000,000

2008-10-27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지금 부
족분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01-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8,593,000 47,000,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기본급 33,181,226,000 19,342,000

2008-12-09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사망
조위금 청구증가에 따른 부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7-07
연금지급금 265,284,000 19,342,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기본급 34,194,939,000 16,500,000

2008-11-28 사망조위금 청구증가에 따른 부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7-07
연금지급금 248,784,000 16,500,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기본급 34,251,371,000 56,432,000

2008-11-2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금 부
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998,483,000 56,432,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기본급 34,458,819,000 207,448,000

2008-11-28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4-01
연금부담금 16,631,112,000 207,448,000

총무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기본급 34,496,819,000 38,000,000

2008-11-28
2008세입세출예산 성립 후 조직개편, 기구신설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204-02
직급보조비 573,790,000 38,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공무원·자격 시험 관리강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 3,000,000

2008-09-04 상시의무교육수요급증에 따른 예산부족분

공무원·자격 시험 관리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54,96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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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금액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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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일반행정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8,650,000 5,000,000

2008-09-04 상시의무교육수요급증에 따른 예산부족분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4,600,000 5,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여권발급 운영(국고) 201-01
사무관리비 28,000,000 1,700,000

2008-06-27 효율적인 민원인 안내,환경개선비로 집행

여권발급 운영(국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 1,700,000

총무과 일반행정

경축·기념 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74,000,000 15,000,000

2008-06-27
제14회강원도민의날행사 실비보상금 부족에 따
른 전용

경축·기념 행사 개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300,000 15,00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0,000,000 100,000,000

2008-12-22 사업계획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국제행사과 체육

경기장 기술자문 및 운영 301-08
외빈초청여비 34,600,000 22,000,000

2008-06-27
전문기관과의 용역수행을 위해 경기장인프라확
충의 외빈초청경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자
 함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위

탁 연구
207-01
연구용역비 40,950,000 22,000,000

국제행사과 체육

2008 드림프로그램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750,000,000 18,000,000

2008-09-04
09년 스키점프그랑프리대회, 2012 FIS세계총회
 개최지 선정 홍보,프리젠팅을 위한 부족분 전
용사용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202-03
국외여비 8,500,000 18,000,000

관광진흥과 관광

DMZ박물관시설 관리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79,490,000 87,250,000

2008-12-22
DMZ박물관 시범운영에 따른 사무실OA등 소요경
비 전용사용

DMZ박물관시설 관리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7,250,000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관광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
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45,000,000 46,000,000

2008-10-29
팸투어 사업 해외언론, 여행사 초청에 따른 소
요경비 부족분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

화
201-03
행사운영비 46,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301-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653,464,000 3,200,000

2008-09-01
도립국악관현악 연습실 청사 보수를 위한 소규
모 시설보수비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3,2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301-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693,464,000 40,000,000

2008-06-16
예술단원 해촉에 따른 잉여 인건비를 예술단 
운영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용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57,250,000 4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301-07
민간인국외여비 63,000,000 11,000,000

2008-11-08
제7회정기공연 홍보 및 장비임차비 부족분 전
용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12,750,000 11,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480,000,000 10,000,000

2008-12-04 박건호 노랫말비 건립 사업비 부족분

문화기반 시설건립 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00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강원환경대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631,000 1,900,000

2008-10-01
제10차 람사르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자료 제작

국제환경교류강화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 1,900,000

- 2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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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보전과 상하수도ㆍ수질

양구 해안(만대천) 생태하천복
원사업

207-01
연구용역비 50,000,000 50,000,000

2008-03-07

양구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
본계획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 협의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관양구 해안(만대천) 생태하천복

원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수련원 건립(국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9,942,000 83,638,000

2008-12-23
한국여성수련원 개관에 따른 소모성 물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 소요경비 전용사용

여성수련원 건립(국고) 201-01
사무관리비 83,638,000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추진(
국고)

207-01
연구용역비 3,150,000 3,150,000

2008-12-09

직불금 관련 담당 공무원 및 마을추진위원 공
동기금 적정사용, 업무효율성제고를 위한 워크
숍 개최를 위한 소용경비 전용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추진(

국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 3,150,000

산림정책과 임업ㆍ산촌

산림병해충방제(국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45,007,000 232,038,000

2008-05-02 병해충방제약제재료구입전용

산림병해충방제(국고) 206-01
재료비 1,599,370,000 232,038,000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FTA 효율적 대응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500,000 1,000,000

2008-09-09
정부합동평가대비 소비자단체 관련 예산전용사
용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340,000 1,000,000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FTA 효율적 대응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8,500,000 6,000,000

2008-09-09 정부합동평가관련 필요예산전용 사용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850,000 6,000,000

청정에너지정책과 에너지및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307-02
민간경상보조 142,000,000 6,000,000

2008-09-03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발기
인 총회 및 개원총회 개최 사전준비를 위한 사
업비 전용사용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외자유치과 무역및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추진 207-01
연구용역비 178,175,000 30,000,000

2008-12-19
바텔연구소 증액 투자유치 전임상시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시행주체 변경에따른 전용

투자유치 활동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00

외자유치과 무역및투자유치

해외 유치 세일즈 추진 307-04
민간행사보조 41,806,000 17,000,000

2008-11-18 해외투자유치 세일즈사업 부족분 

해외 유치 세일즈 추진 202-03
국외여비 47,600,000 17,000,000

지역도시과 지역및도시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5,175,000 14,754,000

2008-11-19
위원회 및 소송변호인 수임료 등 부족분 전용
사용지역도시 위원회운영 및 회의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60,675,000 14,754,000

재난방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시스템 
구축(국고)

201-01
사무관리비 25,500,000 20,000,000

2008-11-09
한림대학교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소요경지 
지원을 위한 예산 정용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시스템 

구축(국고)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34,702,974,000 33,846,000

2008-10-29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한 예산전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9,120,000 33,846,000

소방행정과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34,745,595,000 42,621,000

2008-10-29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한 예산 전용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130,680,000 42,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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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위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0,000 3,000,000

2008-12-2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용역비 시도부담금
 부족분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207-02
전산개발비 77,000,000 3,000,000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5,000,000 24,000,000

2008-09-24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전용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4,671,000 24,000,000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6,340,000 27,000,000

2008-09-24 공공요금 부족분 전용사용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7,671,000 27,000,000

인재개발원 일반행정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운영 202-03
국외여비 25,500,000 7,906,000

2008-10-17 중국길림성 행정학원 연수생 연수비 우선사용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운영 301-08
외빈초청여비 7,906,000

옥수수시험장 농업ㆍ농촌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310-01
국외경상이전 76,800,000 9,214,000

2008-10-29
신품종육성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부족분 변경
사용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46,000 9,214,000

옥수수시험장 농업ㆍ농촌

북방농업연구 207-03
시험연구비 3,200,000 1,000,000

2008-06-02
중국현지적응 옥수수 시험사업 추진중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를 시험연구
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북방농업연구 310-01

국외경상이전 5,200,000 1,000,000

농산물이용시험장 농업ㆍ농촌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
구

207-03
시험연구비 47,031,000 5,000,000

2008-07-17
비타민나무연구를 위한 삼림여환경과학연구원(
중국)소속 전문연구원을 초청하여 다양한 기술
정보를 습득하고자 함.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

구
301-08
외빈초청여비 5,000,00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

청사 운영 관리 202-03
국외여비 15,610,000 7,960,000

2008-11-19
청사방화문 셔터보수 및 청사부분 도색에 소요
되는 경비 부족분 사용

청사 운영 관리 401-04
시설비 20,271,000 7,960,000

미래농업교육원 농업ㆍ농촌

미래농업대학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4,234,000 6,200,000

2008-11-08
숙박동 내 온풍기 및 소화전 센서교체를 위한 
전용사용

청사운영관리 401-04
시설비 27,500,000 6,200,000

미래농업교육원 농업ㆍ농촌

미래농업대학 운영 301-07
민간인국외여비 90,619,000 3,544,000

2008-10-08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차량유류비 부족분

차량및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9,760,000 3,544,000

미래농업교육원 농업ㆍ농촌

농업인교육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2,315,000 3,500,000

2008-06-09 노후보일러 교체로 인한 예산변경배정 

청사운영관리 401-04
시설비 24,000,000 3,500,000

가축위생시험소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1
기본급 583,412,000 5,300,000

2008-10-29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한 전용 사용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37,800,000 5,3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도축 및 위생검사 207-03
시험연구비 16,000,000 1,000,000

2008-10-09
하반기 질병 및 도축검사를 위한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전용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920,000 1,000,000

- 4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도축 및 위생검사 207-03
시험연구비 19,000,000 3,000,000

2008-10-08
유류비상승으로 인한 도축검사 차량유류비 전
용사용

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1,686,000 3,0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실험동물 및 사료구입 206-01
재료비 2,400,000 2,000,000

2008-10-08
유류비상승으로 인한 도축검사 차량유류비 전
용사용

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5,686,000 2,0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진단 · 진료 207-03
시험연구비 42,000,000 4,000,000

2008-10-08
유류비상승으로 인한 도축검사 차량유류비 전
용사용

관용차량 운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7,686,000 4,000,000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악성가축전염병방역 207-03
시험연구비 56,879,000 5,000,000

2008-10-08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도축검사 차량유류비부
족분 전용사용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920,000 5,000,000

도로관리북부지소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수당 75,988,000 57,000

2008-11-10 파견자 도전입으로 인한 초과지출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0,000 57,000

도로관리북부지소 기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1-02
수당 76,088,000 100,000

2008-11-10 파견근무자 도전입으로 인한 초과지출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4-02
직급보조비 21,660,000 100,000

여성정책개발센터 보육ㆍ가족및여성

청사시설 운영·유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6,000 1,075,000

2008-12-04 전문직업교육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전문직업교육 운영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29,000 1,075,000

농산물원종장 기타

공무원인건비지원 101-01
기본급 440,196,000 2,910,000

2008-11-28
장장 공로연수 및 신임장장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 변경사용

공무원인건비지원 204-02
직급보조비 28,020,000 2,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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