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예비비지출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 2,032,162,000 2,024,687,230 2,024,687,230 7,474,770

감사관실 일반행정
도민 중심의 행
정쟁송 수행 추
진

사무관리비 6,017,000 6,017,000 6,017,000 2008-11-21 2008-12-02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교통사고와 관
련 도를 상대로한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방침에 따른 변호사 선임를  예
비비로 지출

기획관실 일반행정 주요도정시책 수
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5,000,000 35,000,000 35,000,000 2008-11-10 2008-12-30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
는 법정 계획인 "강원광역경제권 발
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출

예산담당관실 재난방재ㆍ민방
위

지방도 및 수해
복구 재정지원

예수금이자상환 12,440,000 12,440,000 12,440,000 2008-12-15 2008-12-15
지방도 및 수해복구 재정지원을 위해
 차입한 예수금 이자 상환예산 부족
분을 예비비로 지출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건국60년행사추
진 행사운영비 48,000,000 47,882,000 47,882,000 118,000 2008-08-13 2008-08-13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전국 16개시도가 함께하는 경축음악
제 축제분위기조성 및 도민통합을 위
한 경축전야제 행사경비 지출

체육청소년과 체육 체육대회 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00,000 99,349,000 99,349,000 651,000 2008-08-25 2008-11-05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수한 활약
으로 강원체육의 역량과 도민의 자금
심을 고취시킨 강원도출신(소속) 올
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 개최경비 
지출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재해복구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4,194,000 14,194,000 14,194,000 2008-07-28 2008-08-04

'08.6.12. 우박피해 농가중 재난지수
 300미만으로 피해복구비 지원대상에
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
원금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 긴
급방역대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0,390,000 60,390,000 60,390,000 2008-05-14 2008-05-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
른 기급차단 방역비 지원

축산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 긴
급방역대책 추진

자치단체자본보
조 427,000,000 427,000,000 427,000,000 2008-05-14 2008-05-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
른 긴급차단 방역비 지원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씨감자 저장고 
신축(국고)

시설비 104,529,000 103,893,220 103,893,220 635,780 2008-12-23 2008-12-24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 부당인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
족분 지출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국
고)

재료비 88,462,000 88,462,000 88,462,000 2008-12-23 2008-12-26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 부당인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
족분 지출

감자종자진흥원 농업ㆍ농촌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국
고)

시설비 62,550,000 62,550,000 62,550,000 2008-12-23 2008-12-24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 부당인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
족분 지출

감자종자진흥원 기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000,000 21,000,000 21,000,000 2008-12-23 2008-12-24
감자종자 진흥원 부당인출금 조기 환
수를 위한 소송수행 비용 및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경비 지출

가축위생시험소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추진 재료비 12,610,000 12,610,000 12,610,000 2008-05-14 2008-07-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
른 긴급차단 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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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시과 지역및도시
건국 60년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40,000,000 38,000,000 38,000,000 2,000,000 2008-08-13 2008-09-05

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확포장 
추진 시설비 422,590,000 422,589,090 422,589,090 910 2008-12-05 2008-12-12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공동도
급사(동양·신일·포르테건설)중 부
도가 발생한 포르테건설의 타절준공
금 지급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배상금등 14,247,000 14,246,210 14,246,210 790 2008-07-22 2008-07-25
2002.5.21. 지방도 403호 고탄고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
한 배상금 지급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배상금등 6,740,000 6,740,000 6,740,000 2008-09-05 2008-09-08

2005.3.27. 국지도 56호선 성호교부
근(인제군 북면 용대리) 교통사고 관
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으로 
배상금 지급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배상금등 847,000 846,970 846,970 30 2008-10-09 2008-10-10

지방도 415호선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한 
춘천시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판결
 수용에 따른 배상금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배상금등 4,354,000 4,353,050 4,353,050 950 2008-11-10 2008-11-20

지방도  453호선 및 국지도 86호선 
낙석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지급판결 
수용에따라 예비비 지출  

도로교통과 도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배상금등 3,861,000 3,861,000 3,861,000 2008-12-15 2008-12-24
지방도 416호선(삼척 원덕읍 기곡리)
구간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구상금 지출

재난방재과 수자원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33,000,000 28,932,690 28,932,690 4,067,310 2008-09-10 2008-12-17

08.8.2~3일 인제군 일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북천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비 지출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현장소방활동 대
응능력 배양

공공운영비 196,931,000 196,931,000 196,931,000 2008-08-22 2008-08-22
차량 유류대의 급격한 인상과 조류인
플루엔자 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소방
차량 부족 유류비 지출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현장소방활동 대
응능력 배양

배상금등 89,500,000 89,500,000 89,500,000 2008-05-16 2008-05-19

'06.02.09. 영월군 서면 쌍용리 주택
화재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수용에 따라 유가족 조남욱에게
 배상금 지급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현장소방활동 대
응능력 배양 배상금등 190,000,000 190,000,000 190,000,000 2008-07-30 2008-08-07

2006;.2.9. 영월군 서명 쌍용리 주택
화재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수용
에 따른 배상금 지급

동해소방서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
비

사무관리비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08-11-21 2008-12-05
'08.11.20(목) 동해시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수행중 순직한 고 서정국 
대원의 영결식 집행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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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
비

사무관리비 12,600,000 12,600,000 12,600,000 2008-11-17 2008-11-21

2008. 11.14. 화재진압업무 수행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차주문(소방위
) 대원의 영결식을 "홍천소방서장 장
"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지출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총무 및 의정행
사 운영 사무관리비 12,700,000 12,700,000 12,700,000 2008-11-12 2008-12-11

임기중 사망한 고 박융길 도의원 영
결식이 "강원도의회 의회장"으로 확
정됨에 따라 의회장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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