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4건 5,497,954,000 195,862,000 195,862,000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기관통합 운영경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40,000,000 5,200,000

2017-08-17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실적 인센티브 지
급에 따른 예산전용

효율적인 예산운영
303-01
포상금 5,000,000 5,200,000

행정과 일반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7,543,000 500,000

2017-11-23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구입에 따른 통계목 변경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 500,000

행정과 일반행정

주요군정 기념행사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8,550,000 8,550,000

2017-09-08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
비 부족분 예산 전용

주요군정 기념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8,550,0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이용 활성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58,500,000 10,000,000

2017-10-27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11,800,000 10,000,0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활동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36,481,000 54,512,000

2017-10-2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전용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00,000 54,512,000

주민복지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00 30,000,000

2017-06-29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대상자를 변경함에 따
라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어린이집 환경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0,000

주민복지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0,000 5,000,000

2017-12-11 장애수당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장애수당(기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6,768,000 5,000,000

주민복지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 7,000,000

2017-12-11 장애수당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장애수당(기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11,768,000 7,000,000

환경위생과 대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01-03
행사운영비 3,500,000 1,000,000

2017-04-26
그린리더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에 대하
여 행사운영비 예산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
로 전용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0 1,000,000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대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3,000,000

2017-05-04 민방위대 활동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민방위대 활동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7,000,000 3,000,000

안전총괄과 일반행정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84,544,000 20,000,000

2017-04-26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CCTV카메라 신규설치
에 따른
저장분배서버 시스템 부품 구입 건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000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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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산림과 임업ㆍ산촌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206-01
재료비 35,000,000 10,000,000

2017-12-11
산불감시 등 효율적인 산림 관리 감독을 위한
드론구입에 따른 예산 전용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예술

문화예술회관 관리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6,000,000 38,000,000

2017-04-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 계약 체결

문화예술회관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12,000,000 38,000,000

대장경사업소 문화예술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310,000,000 3,100,000

2017-11-16 행사진행에 따른 시상금 지출 통계목 변경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301-11
기타보상금 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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