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6건 56,086,618,000 608,991,000 608,991,000

행정과 일반행정

관학협력 상호교류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5,000,000

2015-07-23 행정과-15902

관학협력 상호교류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6,878,075,000 48,700,000

2015-12-17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행정과-2757
1)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1,241,400,000 48,7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7,126,234,000 53,000,000

2015-12-31
2015년 하반기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
급액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행정과-28700)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7,626,615,000 53,000,000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52,010,000 204,595,000

2015-07-15
사업전담기관의 이전에 따른 예산전용(주민복
지과-43699)

주거급여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4,595,000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36,000,000 92,000,000

2015-07-15
사업전담기관의 이전에 따른 예산전용(주민복
지과-43699)

주거급여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4,595,000 92,000,000

문화체육과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학습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00 5,000,000

2015-10-12
평생학습축제 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예산
전용(문화체육과-13033)

평생학습축제
201-03
행사운영비 9,000,000 5,000,000

문화체육과 문화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201-03
행사운영비 60,000,000 60,000,000

2015-11-26
행사취소에 따른 예산잔액 시설비 전용사용(문
화체육과-15840)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401-01
시설비 60,000,000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바우처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9,261,000 5,894,000

2015-11-27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시행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체육과-16051)

체육바우처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5,894,000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바우처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3,367,000 916,000

2015-12-21
맞춤형바우처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전용(문화
체육과-17354)

체육바우처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5,894,000 916,000

환경위생과 자연

순환 수렵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800,000 5,000,000

2015-10-28
총기보관시설 경보기 설치에 따른 예산전용(환
경위생과-41251)

순환 수렵장 운영
401-01
시설비 4,800,000 5,000,000

환경위생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
301-11
기타보상금 70,940,000 10,000,000

2015-11-08
총기보관시설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전
용(환경위생과-42867)

순환 수렵장 운영
401-01
시설비 9,8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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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경제교통과 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9,501,000 29,501,000

2015-06-23
전기시설 및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전용사용(
경제교통과-39504)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7,500,000 29,501,000

경제교통과 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206-01
재료비 67,499,000 67,499,000

2015-06-23
전기시설 및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전용사용
계획(경제교통과-39504)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7,001,000 67,499,000

경제교통과 노동

사회적기업육성사업(시설장비
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386,000 9,386,000

2015-12-14
자본형성적 경비집행을 위한 예산전용(경제교
통과-77266)사회적기업육성사업(시설장비

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9,386,000

관광진흥과 관광

합천관광 홍보
201-03
행사운영비 232,500,000 6,500,000

2015-10-26
예산전용을 통한 카누 체험 및 카누동아리 활
성화 기여(관광진흥과-13928)

합천관광 홍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00

대장경사업소 문화예술

세계문화축전 개최 준비
201-01
사무관리비 19,440,000 6,000,000

2015-11-16
대장경축전 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대장경사업소-4485)

세계문화축전 개최 준비
301-11
기타보상금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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