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8건 30,990,139,000 663,090,000 663,090,000

기획감사관 일반행정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
305-01
배상금등 51,000,000 50,000,000

2020-11-06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비 부족분 예산 전용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
201-01
사무관리비 121,940,000 50,000,000

관광진흥과 관광

합천관광 홍보
201-03
행사운영비 315,600,000 65,600,000

2020-06-02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합천관광 홍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5,6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9,679,749,000 165,000,000

2020-11-23
금년도 코로나19, 수해발생 등으로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등이 증가되어 하반기 예상 인건
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변경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567,953,000 165,0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9,859,749,000 180,000,000

2020-11-18
하반기 실무수습 채용 등으로 인한 부족분 충
당을 위한 변경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1,411,920,000 180,000,000

경제교통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0,621,000 20,000,000

2020-11-18 사업운용에 따른 예산전용

전통시장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60,000,000 20,000,000

경제교통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70,621,000 50,000,000

2020-10-14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요구

전통시장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10,000,000 50,000,000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운영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288,000 7,059,000

2020-07-2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대 전원 사
이버교육 시행

민방위교육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354,000 7,059,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10,221,000 10,221,000

2020-12-02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주관처의 사업운영비
일부편성 작업과정 점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10,221,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15,221,000 5,000,000

2020-12-02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주관처의 사업운영비
일부편성 작업과정 점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ㆍ농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15,000,000

2020-05-13 농촌신활력플러스 사무국 운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ㆍ산촌

임산물생산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44,000,000 24,000,000

2020-02-28 예산전용

임산물생산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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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ㆍ산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103,000 9,000,000

2020-11-10 예산변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 9,000,000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업ㆍ농촌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206-01
재료비 23,100,000 23,100,000

2020-04-22 과목변경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23,1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농업ㆍ농촌

농산물유통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20,705,000 20,000,000

2020-07-29
농업기술센터 용주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농산물유통 지원
401-01
시설비 10,000,000 20,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농업ㆍ농촌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40,000 740,000

2020-09-22 온라인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전용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74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ㆍ농촌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275,000,000 13,210,000

2020-10-15
마늘 주아이용 종구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예
산 부족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00 13,210,000

보건소 보건의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8,200,000 2,460,000

2020-12-18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5,354,000 2,460,000

보건소 보건의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2,700,000 2,700,000

2020-12-18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
비 예산전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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