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5건 14,860,190,000 1,350,368,000 1,350,368,000

체육시설과 체육

KB바둑리그 팀 출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40,000,000 340,000,000

2019-11-07 예산전용

KB바둑리그 팀 출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8,297,223,000 390,393,000

2019-11-12 기타직 보수 부족분 전용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1,108,293,000 390,393,0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이용 활성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000,000 8,000,000

2019-11-12 예산전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89,687,000 8,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공공도서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2,000,000

2019-10-16 초계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부족

공공도서관 지원
401-01
시설비 160,657,000 2,000,000

민원봉사과 일반행정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640,000 2,300,000

2019-11-27 예산전용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000,000 2,300,000

경제교통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9,000,000 419,000,000

2019-04-08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위탁 시행불가로 자치단체
등이전비를 시설비및부대비로 이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401-01
시설비 419,000,000

환경위생과 자연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880,000 30,000,000

2019-11-12 피해방지단 추가 편성 및 포획보상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63,500,000 30,000,000

환경위생과 자연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800,000 10,000,000

2019-11-12 포획보상금 지급 확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307-06
보험금 6,000,000 10,000,000

환경위생과 자연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2,250,000 16,000,000

2019-03-29
정양늪 관리용기계등의 구입에 있어 사무관리
비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전용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ㆍ농촌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
농기술교육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0 7,500,000

2019-09-24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시에 따른 사
무관리비 부족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

농기술교육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 7,50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ㆍ산촌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202-04
국제화여비 5,000,000 2,329,000

2019-11-07 선도단지 시설비 부족분 전용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401-01
시설비 200,000,000 2,329,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농업ㆍ농촌

농촌생활 자원화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1,000,000 3,000,000

2019-07-11
2019년 생활개선회 하계연수 추진을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을 재료비로 변경하고자함.

농촌생활 자원화사업
206-01
재료비 6,000,000 3,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ㆍ농촌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 3,446,000

2019-12-10 예산전용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06-01
재료비 3,446,000

보건소 보건의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84,000,000 7,400,000

2019-08-06 치매관리사업 수행 위한 운영비 부족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02-01
국내여비 3,600,000 7,400,000

보건소 보건의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93,000,000 109,000,000

2019-08-06 치매관리사업 운영위한 경비부족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1,260,000 10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