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9건 7,139,072,000 862,970,000 862,970,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30,000,000

2016-07-07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해양스포츠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000 30,000,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0 20,000,000

2016-07-07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해양스포츠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
포츠대회 개최 지원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000 20,000,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05,500,000 7,000,000

2016-10-12 민간행사사업비부족

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000 7,000,000

기획예산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기관공통 예산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 45,500,000

2016-02-01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소년체전의 소요예산
계획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 예산 확보

기관공통 예산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5,500,000

총무과 일반행정

2018동계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800,000 220,000

2016-10-28
복지살피미 배치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금 부족

시정시책 관련 업무추진
301-11
기타보상금 220,000

징수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지방세및세외수입 징수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00 220,000,000

2016-07-15 행사운영비 부족

지방세및세외수입 징수
201-03
행사운영비 220,000,000

경제진흥과 노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000 10,000,000

2016-11-03 인건비부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7,252,000 10,000,000

경제진흥과 노동

서민일자리창출
206-01
재료비 50,000,000 10,000,000

2016-11-03 인건비 부족

서민일자리창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1,068,000 10,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밭작물 멀칭용 PE 필름 지원사
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92,700,000 68,950,000

2016-08-12 씨감자채종포선별장비지원사업비 부족
씨감자 채종포 선별시설 지원
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9,550,000 68,95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밭작물 멀칭용 PE 필름 지원사
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96,000,000 3,300,000

2016-08-04 재난지원금부족

재해복구비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00,000 3,300,000

축산과 농업ㆍ농촌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 50,000,000

2016-07-15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활용(자산취
득성격)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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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관광

관광지 불법 시설물 정비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60,000,000

2016-07-04 경포해변 운영기간 중 인건비 부족

관광지 불법 시설물 정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000

관광과 관광

관광자원화 및 수용태세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43,000,000 20,000,000

2016-06-28
바우길 관광네트워크구축사업 예산과목정정(컨
테이너구입)

관광자원화 및 수용태세 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000 20,000,000

관광과 자연

경포벚꽃잔치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00 20,000,000

2016-03-17
벚꽃잔치행사-민간보조사업에서 강릉시 직접
집행으로 변경

경포벚꽃잔치
201-03
행사운영비 34,000,000 20,000,000

관광과 해양수산ㆍ어촌

해변 운영(본청)
201-01
사무관리비 136,060,000 5,000,000

2016-06-23 해변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부족분 충당

해변 운영(본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0,683,000 5,000,000

관광과 해양수산ㆍ어촌

해변 운영(본청)
201-01
사무관리비 177,060,000 41,000,000

2016-01-25
사근진 해수욕장 화장실 구입에 따른 추가 비
용 소요

해변 운영(본청)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00 41,000,000

관광과 해양수산ㆍ어촌

해변 운영(본청)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30,000,000

2016-08-11 당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

해변 운영(본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5,683,000 30,000,000

관광과 해양수산ㆍ어촌

해변 운영(본청)
307-05
민간위탁금 110,000,000 50,000,000

2016-08-01 당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

해변 운영(본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5,683,000 50,000,000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시립도서관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4,800,000 15,000,000

2016-09-28 프로그램구입에서 구축및개발로 계획변경

시립도서관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5,000,000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인문도시조성사업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0,000,000 25,000,000

2016-09-06 독서대전사업비 부족

대한민국 독서대전
201-03
행사운영비 385,000,000 25,000,0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읍면동중심 사례관리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2,000,000 5,000,000

2016-06-22
읍면동 맞춤형 복지 허브화실시에 관한 홍보비
충당

읍면동중심 사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800,000 5,000,000

2016-11-03 센터 집기류 구입비 부족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2,000,000 42,000,000

2016-06-09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과목정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0,000

여성가족과 취약계층지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
업)

201-02
공공운영비 15,000,000 2,000,000

2016-11-11 자원봉사자 교통비 부족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
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3,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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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자연

생태관광지역 지정,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40,000,000

2016-03-10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기계구입

생태관광지역 지정,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자원화

307-05
민간위탁금 160,000,000 20,000,000

2016-10-10 경기장 부근 환경정비 인력 인건비 부족
생활 및 방치폐기물 처리 활성
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6,133,000 20,000,000

올림픽운영과 체육

자원봉사자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240,000 6,000,000

2016-09-13 행사운영비 부족

자원봉사자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44,920,000 6,000,000

올림픽운영과 체육

자원봉사자 육성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00 5,000,000

2016-09-13 행사운영비 부족

자원봉사자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50,920,000 5,000,000

올림픽운영과 체육

자원봉사자 육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80,000,000 7,000,000

2016-09-13 행사운영비 부족

자원봉사자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55,920,000 7,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