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6건 20,311,400,000 814,171,000 814,171,000

미래전략과 지역및도시

권역단위종합개발(전환)(전환
사업)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

2021-02-01
대양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추진위원
회 사무장 관리)권역단위종합개발(전환)(전환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0

미래전략과 지역및도시

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전
환사업)

207-01
연구용역비 299,497,000 35,000,000

2021-10-08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전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전
환사업)

401-01
시설비 917,980,000 35,000,000

미래전략과 지역및도시

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전
환사업)

207-01
연구용역비 312,000,000 12,503,000

2021-09-29 시설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전
환사업)

401-01
시설비 905,477,000 12,503,000

미래전략과 지역및도시

전략사업 공모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7,880,000 788,000

2021-10-0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전략사업 공모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40,000 788,000

미래전략과 지역및도시

전략사업 공모 추진
202-01
국내여비 6,000,000 1,950,000

2021-10-03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전략사업 공모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628,000 1,95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전통문화 전승보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687,000,000 45,000,000

2021-10-15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석 충돌구 특별전 개최 지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87,500,000 45,000,000

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8,596,923,000 166,000,000

2021-10-31 하반기 인건비 집행액 부족으로 인한 전용요구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1,411,920,000 166,000,000

노인아동여성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2021-12-01 용역계약 미집행에 따른 예산전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
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63,826,000 20,000,000

민원봉사과 지역및도시

토지이동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6,220,000 3,000,000

2021-10-15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른 컬러프린트 구입

토지이동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

건설과 도로

도로교량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8,000,000 8,000,000

2021-11-08 하반기 소송업무 미수행

설해대책 자재구입
206-01
재료비 85,720,000 8,000,000

건설과 도로

도로교량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11,000,000 3,000,000

2021-08-04
배상금 신청내역 부재에 따른 미사용예산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CCTV 및 신호기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납부 등도로교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5,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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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안전총괄과 일반행정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06-01
재료비 50,000,000 20,000,000

2021-06-28 하반기 신속집행

가로등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249,100,000 20,000,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600,000 1,000,000

2021-01-18 자전거보험 낙찰률에 따른 예산부족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07-06
보험금 20,000,000 1,000,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37,080,000 500,000

2021-12-17 예산의 목적사용을 위한 세출예산 전용

도시재생 활성화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500,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7-01
연구용역비 211,000,000 11,000,000

2021-06-22 신속집행 추진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2
감리비 44,000,000 11,000,000

도시건축과 지역및도시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0 189,000,000

2021-06-22 신속집행 추진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1
시설비 3,385,000,000 189,000,000

환경위생과 자연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8,500,000 5,000,000

2021-10-20
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 2021 생태관광관 참여에
따른 예산전용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ㆍ농촌

정예농업인 육성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700,000 1,000,000

2021-11-10 예산전용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0,000 1,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ㆍ농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농업경
영인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1,350,000 86,250,000

2021-02-24
후계농업경영인 기자재 구입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변경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농업경

영인회)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6,25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관광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0,000 85,000,000

2021-11-08
억새 개화기간 방문객 급증 및 장기간 방문으
로 인한 억새군락지 관리 및 행사 수행을 위한
변경 신청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401-01
시설비 85,00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관광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5,000,000 20,000,000

2021-11-08
억새 개화기간 방문객 급증 및 장기간 방문으
로 인한 억새군락지 관리 및 행사 수행을 위한
변경 신청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00 20,00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관광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000 15,000,000

2021-11-08
억새 개화기간 방문객 급증 및 장기간 방문으
로 인한 억새군락지 관리 및 행사 수행을 위한
변경 신청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5,000,000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관광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000 20,000,000

2021-10-03
억새 축제 취소에 따른 억새 군락지 방문객 교
통통제 인건비 지급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00

보건소 보건의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700,000 1,500,000

2021-12-28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여 효
율적인 사업 추진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00,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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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의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
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0,000,000 13,680,000

2021-11-08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운영으로 잔액분 발생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
원)

201-03
행사운영비 67,259,000 13,680,000

보건소 보건의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67,500,000 40,000,000

2021-11-08 수혜자 미발생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38,0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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