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39건 11,081,722,000 1,324,048,000 1,324,048,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 20,000,000

2015-04-24
2018올림픽 개최 1000일을 맞아 붐조성을 위한
한마당 경축행사 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000 50,000,000

2015-04-24
2018올림픽 개최 1000일을 맞아 붐조성을 위한
한마당 경축행사 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 50,000,000

경제진흥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주문진해안주차장 대체부지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26,780,000 10,000,000

2015-01-28

주차장 신축공사(주차타워)를 위한 임시주차장
에 램프공사,매립장 가스포집공 보호장치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방문객 안전관리 및 불편
해소

주문진해안주차장 대체부지 조
성

401-01
시설비 10,000,000

경제진흥과 노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000 54,130,000

2015-10-22
저소득층 생계안정이 주된 목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전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7,500,000 54,130,000

전략산업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4,950,000 4,950,000

2015-11-30
각 유관기관과의 일정협의 어려움으로 사업추
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
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함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201-01
사무관리비 4,950,000

농업정책과 농업ㆍ농촌

농촌개발지역역량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 50,000,000

2015-04-20 전문성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

농촌개발지역역량강화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농업재해대책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89,640,000 23,000,000

2015-07-21
가뭄대책 지원사업 교부에 따라 유류대집행잔
액을 관정개발사업으로 전용

농업한해대책지원
401-01
시설비 90,000,000 23,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농업재해대책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29,640,000 40,000,000

2015-07-21
가뭄대책 지원사업 교부에 따라 유류대 집행잔
액을 관정개발사업으로 전용

농업용수개발지원
401-01
시설비 27,000,000 40,000,000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등급 향상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7,000,000 57,000,000

2015-06-30
동계사료작물전문재배단지조성을 위한 소요사
업비로 사용

가축등급 향상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0,000

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사업(경상)
206-01
재료비 355,505,000 150,000,000

2015-03-10
구제역 농림축산식품부 공급지원 방안에 따른
백신수급 및 농가 백신 적기공급

가축방역사업(경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8,000,000 150,000,000

산림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97,000 1,400,000

2015-04-14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를 위한 산사
태 현장예방단 운영

사방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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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임업ㆍ산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201-01
사무관리비 4,920,000 1,920,000

2015-03-25
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여비, 교육비 등 부족
예산 확보

목재이용명예감시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920,000

산림과 임업ㆍ산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15-03-25 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부족예산 확보

목재이용명예감시원
301-11
기타보상금 3,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재

강릉 대도호부 관아 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00 5,000,000

2015-09-07
옥계면 관내 고욤나무, 왕산면 관내 돌배나무
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자료 확보
를 위한 변경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07-01
연구용역비 5,000,000

경로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청솔공원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5,000,000 15,000,000

2015-01-09 청솔공원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료 지급

청솔공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300,000 15,000,000

경로복지과 노인ㆍ청소년

화장시설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2,750,000 12,450,000

2015-06-11
오수처리시설 위탁(업무대행수수료)을 통한 효
율적 관리

화장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4,203,000 12,45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4,900,000 4,900,000

2015-01-22
지도제작과정중 성범죄예방교육등 효율적 추진
위해 위탁시행

아동안전지도 제작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900,000

환경정책과 상하수도ㆍ수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홍보
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2,430,000

2015-04-0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홍보사업을 경사지
식재묘목 종자구입으로 변경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홍보

사업
206-01
재료비 15,570,000 2,430,000

환경정책과 자연

그린리더(그린스타트) 활동 지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2,000,000 200,000,000

2015-04-01
기후변화 적응형 안심회관 건축으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그린리더(그린스타트) 활동 지

원
401-01
시설비 94,000,000 200,000,000

국제행사과 체육

음식문화 개선지원
301-11
기타보상금 20,000,000 20,000,000

2015-04-06 시상금을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

음식문화 개선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0

올림픽행사과 체육

숙박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31,100,000 2,000,000

2015-09-07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홈스테
이 참여가정 모집관리및 매칭을위한 홈페이지
구축숙박문화 개선지원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

올림픽행사과 체육

숙박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29,100,000 20,000,000

2015-09-07
관내 숙박업소 공실율 제로화를 위한 쉽고 효
율적인 숙박안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숙박문화 개선지원
207-02
전산개발비 20,000,000

올림픽행사과 체육

숙박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09,100,000 20,000,000

2015-10-13
홈스테이 가정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
생영어 캠프운영

숙박문화 개선지원
201-03
행사운영비 6,650,000 20,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전국체전숙박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4,250,000 6,000,000

2015-11-19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 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62,000,000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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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전국체전자원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2,300,000 8,000,000

2015-12-01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하여 강릉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함

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68,000,000 8,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전국체전성화봉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4,750,000 2,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4,000,000 2,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장애인체전 숙박지원
201-03
행사운영비 9,310,000 2,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6,000,000 2,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장애인체전 위생,청소,안전분
야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54,050,000 10,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2,000,000 10,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8,525,000 4,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8,000,000 4,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종합상황실운영
201-03
행사운영비 33,275,000 12,000,000

2015-12-01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하여 강릉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함

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76,000,000 12,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전국체전위생환경안전분야 지
원

201-03
행사운영비 63,050,000 8,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6,000,000 8,000,000

전국체전운영과 체육

전국체전교통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8,330,000 2,000,000

2015-11-18
전국체전이 성공대회로 끝남에 따라 큰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등을 위로하고 성공체전의 열
기를 이어가고자 함종합상황실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4,000,000 2,0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도시재생 추진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00 30,000,000

2015-03-17
경험있는 공기관 위탁대행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

도시재생 추진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도시재생 추진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 3,250,000

2015-03-17
도시재생 아카데미관련 각종 주민홍보용 책자,
팸플릿 제작, 신문광고 등에 사용

도시재생 추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7,750,000 3,25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500,000 3,500,000

2015-11-09
주민들의 선진견학취소로 인하여 부족한 공사
비 보충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401-01
시설비 193,500,000 3,500,000

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식품위생 안전관리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548,000 4,708,000

2015-06-16
나트륨 저감화 홍보물품등을 구입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

식품위생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099,000 4,708,000

건설과 도로

도로제설작업
206-01
재료비 185,000,000 60,000,000

2015-04-17
적사장 이전 및 비품창고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

올림픽대비 도로제설 추진사업
401-01
시설비 300,000,000 6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건설과 도로

도로제설작업
206-01
재료비 270,000,000 85,000,000

2015-04-17
적사장 이전에 따른 제설기계 구입(기존장비
노후 교체)

도로제설작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00 85,000,000

건축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343,780,000 316,410,000

2015-08-18
맞춤형 급여체계전환으로 인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지정 위탁필요

주거급여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16,4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