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및 춘천시 부담금 정산 반화금 편성 등에 따른 변경

나. 변경요지 : - 2018년도 제2회 추경 전입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예치금 증가 반영
- 제5회 유소년 축구대회 춘천시 부담금 정산 반환금 신규 계상
- 남북교류협력 행사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과목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6,828,104,000 18,794,538,000 11,966,434,000 175%

남북교류과 6,828,104,000 18,794,538,000 11,966,434,000 175%

일반공공행정 6,828,104,000 18,794,538,000 11,966,434,000 175%

일반행정 6,828,104,000 18,794,538,000 11,966,434,000 175%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5,000,000,000 5,000,000,000 -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5,000,000,000 5,000,000,000 -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지원 5,000,000,000 5,000,000,000 - -

307 민간이전 5,000,000,000 5,000,000,000 - -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00 3,300,000,000 △1,700,000,000 △34% 2019.09.17
행사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 편성에 따른 감액 반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1,700,000,000 1,700,000,000 - 2019.09.17
행사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 편성에 따른 증액 반영

재무활동(남북교류과) 1,828,104,000 13,794,538,000 11,966,434,000 655%

보전지출 1,828,104,000 13,794,538,000 11,966,434,000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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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여유자금 예치 1,828,104,000 13,794,538,000 11,966,434,000 655%

602 예치금 1,828,104,000 13,784,178,000 11,956,074,000 654%

602-01 예치금 1,828,104,000 13,784,178,000 11,956,074,000 654% 2019.09.17
2018년도 전입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예치
금 증가분 반영

802 반환금기타 - 10,360,000 10,360,000 -

802-03 과오납금등 - 10,360,000 10,360,000 - 2019.09.17
제5회 유소년 축구대회 정산에 따른 춘천시
부담금 정산 반환금 반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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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청소년쉼터 신설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예치금 감액)

나. 변경요지 : 당초 3개소 지원에서 1개소 추가로 총 4개소 지원(예치금 감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4,104,195,000 4,119,239,000 15,044,000 0%

여성청소년가족과 4,104,195,000 4,119,239,000 15,044,000 0%

사회복지 4,104,195,000 4,119,239,000 15,044,000 0%

보육ㆍ가족및여성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재무활동(여성청소년가족과)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보전지출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여유자금 예치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602 예치금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602-01 예치금 4,084,195,000 4,067,239,000 △16,956,000 0% 2019.07.08

노인ㆍ청소년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저소득 청소년 지원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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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000,000 52,000,000 32,000,000 160% 2019.07.08 청소년쉼터 신설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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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영양수준 향상

나. 변경요지 : 으뜸음식점 지원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6,409,676,000 6,409,676,000 - -

식품의약과 6,409,676,000 6,409,676,000 - -

보건 6,409,676,000 6,409,676,000 - -

보건의료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재무활동(식품의약과)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보전지출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여유자금 예치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602 예치금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602-01 예치금 6,127,676,000 6,148,176,000 20,500,000 0% 2019.11.06
고유목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증
액)

식품의약안전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선진 위생문화 정착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식품위생수준향상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음식문화개선사업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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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8 자치단체등이전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2,000,000 261,500,000 △20,500,000 △7% 2019.11.06
으뜸음식점 지정업소 감소 및 상수도 사용료
지급금액 변동에 따른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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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른 수입 지출액 및 사업비 변경

나. 변경요지 : 2019.7.29일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20,635,193,000 215,877,428,000 △4,757,765,000 △2%

자원개발과 220,635,193,000 215,877,428,000 △4,757,765,000 △2%

국토및지역개발 220,635,193,000 215,877,428,000 △4,757,765,000 △2%

지역및도시 220,635,193,000 215,877,428,000 △4,757,765,000 △2%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141,982,000,000 121,269,000,000 △20,713,000,000 △15%

폐광지역개발지원 141,982,000,000 121,269,000,000 △20,713,000,000 △15%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190,000,000 150,000,000 △40,000,000 △21%

201 일반운영비 190,000,000 150,000,000 △40,000,000 △21%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0 150,000,000 △40,000,000 △21% 2019.07.29 폐광기금 운영비 관련 사업내용 변경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41,792,000,000 121,119,000,000 △20,673,000,000 △15%

307 민간이전 - 40,000,000 40,000,000 -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40,000,000 40,000,000 - 2019.07.29 영상제작 지원 관련 사업 추가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0 900,000,000 △10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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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0 900,000,000 △100,000,000 △10% 2019.07.29 주민창업지원사업 사업량 감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0,792,000,000 120,179,000,000 △20,613,000,000 △15%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792,000,000 120,179,000,000 △20,613,000,000 △15% 2019.07.29
강원랜드 기금 납부액 확정에 따라 시군배분
액 조정

재무활동(폐광지역개발기금) 78,653,193,000 94,608,428,000 15,955,235,000 20%

보전지출 78,653,193,000 94,608,428,000 15,955,235,000 20%

여유자금 예치(폐광지역개발기금) 78,653,193,000 94,608,428,000 15,955,235,000 20%

602 예치금 78,653,193,000 94,608,428,000 15,955,235,000 20%

602-01 예치금 78,653,193,000 94,608,428,000 15,955,235,000 20% 2019.07.29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치금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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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비축무연탄 운영 및 주민 복리후생 증진

나. 변경요지 :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비 감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91,279,943,000 97,237,379,000 5,957,436,000 7%

자원개발과 91,279,943,000 97,237,379,000 5,957,436,000 7%

일반공공행정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재정ㆍ금융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재무활동(자원개발과)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보전지출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602 예치금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602-01 예치금 85,303,343,000 92,389,279,000 7,085,936,000 8% 2019.12.23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치금 증액

국토및지역개발 5,976,600,000 4,848,100,000 △1,128,500,000 △19%

지역및도시 5,976,600,000 4,848,100,000 △1,128,500,000 △19%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5,976,600,000 4,848,100,000 △1,128,500,000 △19%

비축무연탄관리 5,976,600,000 4,848,100,000 △1,128,500,0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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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비축무연탄관리 운영 3,000,000 4,500,000 1,500,000 50%

201 일반운영비 3,000,000 4,500,000 1,500,000 50%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4,500,000 1,500,000 50% 2019.12.23 심의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비 증액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700,000,000 700,000,000 - -

308 자치단체등이전 700,000,000 700,000,000 - -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000 700,000,000 - - 2019.12.23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5,273,600,000 4,143,600,000 △1,130,000,000 △21%

207 연구개발비 90,000,000 90,000,000 - -

207-01 연구용역비 90,000,000 90,000,000 - - 2019.12.23

301 일반보상금 300,000,000 70,000,000 △230,000,000 △77%

301-02 장학금및학자금 300,000,000 70,000,000 △230,000,000 △77% 2019.12.23 학자금 수요 감소

308 자치단체등이전 2,600,600,000 2,600,600,000 - -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600,000 2,600,600,000 - - 2019.12.23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83,000,000 983,000,000 △900,000,000 △48%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83,000,000 983,000,000 △900,000,000 △48% 2019.12.23 사업지연 및 선정대상자 없음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00,000,000 400,000,000 - -

703-02 비법정전출금 400,000,000 400,000,000 - - 2019.12.23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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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가. 변경 필요성 : 계절적·지역적 재난취약 요인을 해소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조성
나. 변경요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및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조치 등

나. 변경요지 : ㅇ 동해안 산불 및 태풍 미탁,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일부사업비 감액 및 증액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9,299,888,000 19,608,400,000 308,512,000 2%

방재과 19,299,888,000 19,608,400,000 308,512,000 2%

공공질서및안전 19,299,888,000 19,608,400,000 308,512,000 2%

재난방재ㆍ민방위 19,299,888,000 19,608,400,000 308,512,000 2%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1,520,000,000 1,730,000,000 210,000,000 14%

재해대책강화 1,520,000,000 1,730,000,000 210,000,000 14%

긴급재난대책 추진 1,500,000,000 1,485,000,000 △15,000,000 △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00,000 1,485,000,000 △15,000,000 △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0 1,485,000,000 △15,000,000 △1% 2019.12.06 재난심리지원사업추진에 따른 감액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20,000,000 45,000,000 25,000,000 125%

307 민간이전 20,000,000 45,000,000 25,000,000 125%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 45,000,000 25,000,000 125% 2019.11.08 동해안산불태풍 미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진성능평가사업 - 200,000,000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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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8 자치단체등이전 - 40,000,000 40,000,000 -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0,000,000 40,000,000 - 2019.07.09 긴급사업추진에 따른 과목추가 예산편성

401 시설비및부대비 - 160,000,000 160,000,000 -

401-01 시설비 - 160,000,000 160,000,000 - 2019.07.09 긴급사업추진에 따른 과목추가 예산편성

재무활동(방재과) 17,779,888,000 17,878,400,000 98,512,000 1%

보전지출 17,779,888,000 17,878,400,000 98,512,000 1%

여유자금 예치 17,779,888,000 17,878,400,000 98,512,000 1%

602 예치금 17,779,888,000 17,878,400,000 98,512,000 1%

602-01 예치금 17,779,888,000 17,878,400,000 98,512,000 1% 2019.12.06
긴급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일부 증액(7.8.)
감액(12.6.) 추진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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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산불특별지원 및 신규사업 추진

나. 변경요지 : 산불특별지원에 따른 기존사업게획 변경 및 신규사업 포함으로 인한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46,687,415,000 146,687,415,000 - -

기업지원과 146,687,415,000 146,687,415,000 - -

산업ㆍ중소기업 146,687,415,000 146,687,415,000 - -

산업금융지원 146,687,415,000 146,687,415,000 - -

중소기업 금융지원 30,000,000,000 35,000,000,000 5,000,000,000 17%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30,000,000,000 35,000,000,000 5,000,000,000 17%

특수목적지원자금 운영 30,000,000,000 33,000,000,000 3,000,000,000 10%

501 융자금 30,000,000,000 33,000,000,000 3,000,000,000 10%

501-01 민간융자금 30,000,000,000 33,000,000,000 3,000,000,000 10% 2019.05.17 산불특별지원에 따른 사업변경

취약계층 지원 - 2,000,000,000 2,000,000,000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2,000,000,000 2,000,000,000 -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2,000,000,000 2,000,000,000 - 2019.05.17 신규사업(재기성공자금 지원)

재무활동(경제진흥과) 116,687,415,000 111,687,415,000 △5,000,000,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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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보전지출 116,687,415,000 111,687,415,000 △5,000,000,000 △4%

여유자금 예치 116,687,415,000 111,687,415,000 △5,000,000,000 △4%

602 예치금 116,687,415,000 111,687,415,000 △5,000,000,000 △4%

602-01 예치금 116,687,415,000 111,687,415,000 △5,000,000,000 △4% 2019.05.17 사업비 지출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 14 -



(2019년도 4에이치발전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함

나. 변경요지 : 4에이치발전기금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농업기술원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농림해양수산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농업ㆍ농촌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재무활동(농업기술원)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보전지출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여유자금 예치 1,244,647,000 1,250,126,000 5,479,000 0%

602 예치금 1,244,647,000 - △1,244,647,000 △100%

602-01 예치금 1,244,647,000 - △1,244,647,000 △100% 2019.10.31 예치금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 1,250,126,000 1,250,126,000 -

701-01 기타회계전출금 - 1,250,126,000 1,250,126,000 - 2019.10.31 예치금과 이자수입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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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동해안 산불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지원

나. 변경요지 : 1. 동해안 산불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비 증액(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 동해안 산불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비 증액(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 동해안 산불 및 태풍 미탁 이재민 구호활동으로 인한 구호비용 사용으로 예치금 감소(예치금)
(기금 변경을 통해 사용)

* 사무관리비는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하여 4차 변경때
당초계획대로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5,956,143,000 32,859,808,000 6,903,665,000 27%

방재과 25,956,143,000 32,859,808,000 6,903,665,000 27%

공공질서및안전 25,956,143,000 32,859,808,000 6,903,665,000 27%

재난방재ㆍ민방위 25,956,143,000 32,859,808,000 6,903,665,000 27%

재무활동(방재과) 24,956,143,000 19,147,308,000 △5,808,835,000 △23%

보전지출 24,956,143,000 19,147,308,000 △5,808,835,000 △23%

예치금 24,956,143,000 19,147,308,000 △5,808,835,000 △23%

602 예치금 24,956,143,000 19,147,308,000 △5,808,835,000 △23%

602-01 예치금 24,956,143,000 19,147,308,000 △5,808,835,000 △23% 2019.12.27
동해안 산불 및 태풍 미탁 이재민 구호활동으
로 인한 구호비용 사용으로 예치금 감소

이재민 보호기능 강화 1,000,000,000 13,712,500,000 12,712,500,000 1271%

재해구호지원 1,000,000,000 13,712,500,000 12,712,500,000 1271%

재해구호지원 1,000,000,000 13,712,500,000 12,712,500,000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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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300,000,000 300,000,000 - -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300,000,000 - - 2019.12.27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하여 4차변경때
당초계획대로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700,000,000 4,300,000,000 3,600,000,000 514%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0,000 4,300,000,000 3,600,000,000 514% 2019.12.27
동해안 산불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비 증액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9,112,500,000 9,112,500,000 -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9,112,500,000 9,112,500,000 - 2019.12.27
동해안 산불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임시조
립주택 지원비 증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일(2019.4.16(1차), 6.4(2차), 8.20.(3차), 12.27.(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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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 우수자활기업 사업비 지원

나. 변경요지 : -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
-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증액, 지출에서 예치금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943,927,000 3,030,997,000 87,070,000 3%

복지정책과 2,943,927,000 3,030,997,000 87,070,000 3%

사회복지 2,943,927,000 3,030,997,000 87,070,000 3%

기초생활보장 - 40,000,000 40,00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 40,000,000 40,000,000 -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 40,000,000 40,000,000 -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 40,000,000 40,000,000 -

402 민간자본이전 - 40,000,000 40,000,000 -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40,000,000 40,000,000 - 2019.07.08 우수자활기업 사업비 지원

취약계층지원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재무활동(복지정책과)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보전지출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 18 -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 예치금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602-01 예치금 2,943,927,000 2,990,997,000 47,070,000 2% 2019.07.08 이자수입에 따른 예치금 변동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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