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비 비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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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09,645,000 원으로서

재해예방 하천관리 사업외  22 건  1,364,125,000 원을 지출결정 하여  1,242,382,880 원을 지출하고  80,376,660 원을 이월

하였으며 41,365,46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예비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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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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4,125,000 1,322,904,540 1,242,382,880 80,376,660 41,365,460

총무과 기타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11,200,000 1,800,000 1,800,000 9,400,000 2011-12-26 2011-12-29
공무원 비상근무(제4호)명령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 당직인력 보강

전략경영과 지역및도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 110,000,000 91,455,170 11,442,510 80,376,660 18,180,830 2011-10-11

8.7~8.9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응급
복구비

전략경영과 지역및도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시설비 4,500,000 4,500,000 4,500,000 2011-10-11 2011-12-30

8.7~8.9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가로
등 복구비

재무과
지방행정ㆍ재정
지원 소송사건관리 배상금등 5,427,000 5,382,270 5,382,270 44,730 2011-06-29 법원 화해권고 배상금 지급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기온이상 피해복
구 지원

민간인재해보상
금 35,251,000 35,251,000 35,251,000 2011-08-23

11농산물(과수,밀)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2010.10월 농작물 
서리피해 복구비 지
원

민간인재해보상
금 3,150,000 3,150,000 3,150,000 2011-02-15

2010 10월 농작물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918,000 60,918,000 60,918,000 2011-02-14 구제역 예방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 71,676,000 71,676,000 71,676,000 2011-02-14 구제역 예방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
비 27,000,000 27,000,000 27,000,000 2011-02-14 구제역 예방 가축통제소 운영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재료비 49,223,000 49,021,100 49,021,100 201,900 2011-01-27

구제역 개인방역 보호장비 및 주사기
 구입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기타보상금 45,600,000 45,600,000 45,600,000 2011-01-27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건설재난관리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
로 유지보수

민간인재해보상
금 21,536,000 21,536,000 21,536,000 2011-01-11 폭설 제설작업 예비비 승인

건설재난관리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
로 유지보수 시설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1-08-02 7.7~7.14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건설재난관리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
로 유지보수

시설비 12,000,000 12,000,000 11,491,000 509,000 2011-09-02
8.7~8.9  제9호태풍 "무이파" 및 집
중호후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금

건설재난관리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
로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51,240,000 51,240,000 51,240,000 2011-01-11 폭설 제설작업 예비비 승인

건설재난관리과 농업ㆍ농촌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 정비 시설비 62,228,000 58,146,310 58,146,310 4,081,690 2011-08-02 7.7~7.14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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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관리과 농업ㆍ농촌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 정비

시설비 40,000,000 36,259,690 36,259,690 3,740,310 2011-09-02
8.7~8.9  제9호태풍 "무이파" 및 집
중호후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민간인재해보상
금 399,500,000 397,500,000 397,500,000 2,000,000 2011-01-27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민간인재해보상
금 6,000,000 6,000,000 6,000,000 2011-07-15

제5호 태풍 메아리 피해에 따른 사유
재산 재난지원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민간인재해보상
금 4,000,000 4,000,000 4,000,000 2011-08-02 7.7~7.14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민간인재해보상
금

141,207,000 138,000,000 138,000,000 3,207,000 2011-09-02
8.7~8.9  제9호태풍 "무이파" 및 집
중호후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시설비 51,150,000 51,150,000 51,150,000 2011-08-02 7.7~7.14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예방 하천관
리

시설비 51,319,000 51,319,000 51,319,000 2011-09-02
8.7~8.9  제9호태풍 "무이파" 및 집
중호후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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