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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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1건)              54,500,000원

       2. 예산전용(   34건)           578,380,000원

       3. 예산이체( 22건)             696,375,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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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0건)                            0원

       2. 예산전용(    1건)              20,000,000원

       3. 예산이체(   0건)                             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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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이용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이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건 54,500,000 54,500,000

문화관광체육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307-04
민간행사보조 350,000,000 54,500,000

2013-04-18 생태관광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문화관광체육과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운
영

307-02
민간경상보조 5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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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34건 16,749,456,000 578,380,000 578,380,000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
201-01
사무관리비 10,100,000 3,000,000

2013-01-14 상급기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

기획감사실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
201-01
사무관리비 70,730,000 300,000

2013-12-27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용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565,000 300,000

주민복지실 보훈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2,000,000 32,000,000

2013-01-18 국가유공자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32,000,000

주민복지실 노인ㆍ청소년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700,000 2,140,000

2013-04-25 거동불편 노인 나들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140,000

주민복지실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750,000 2,500,000

2013-12-24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비 전용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 2,500,000

주민복지실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250,000 1,250,000

2013-12-24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비 전용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00 1,250,000

주민복지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34,151,000 50,000,000

2013-11-15 주거급여 과부족 대한 예산전용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97,265,000 50,000,000

주민복지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484,151,000 45,000,000

2013-12-16 주거급여 과부족 예산 전용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47,265,000 45,000,000

주민복지실 취약계층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202-01
국내여비 12,870,000 6,000,000

2013-09-27
드림스타트 효율적인 운영 및 취약계층 행복하
고 안정적인 기회마련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9,400,000 6,000,000

주민복지실 취약계층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 15,000,000

2013-03-07 드림스타드사업 효율화를 위해 차량임차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0,680,000 15,000,000

주민복지실 취약계층지원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377,452,000 6,952,000

2013-12-16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비 전용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93,548,000 6,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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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무과 일반행정

직원후생복지 증진
202-04
국제화여비 100,000,000 2,154,000

2013-09-13
공원담당부서 직원 해외연수단에 포함 무기계
약 근로자 해외선진지 참가여비로 지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301-07
민간인국외여비 8,000,000 2,154,000

재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207-02
전산개발비 20,000,000 1,500,000

2013-01-3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부족

세외수입관리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500,000 1,500,000

재무과 일반행정

일반재산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8,945,000 65,000,000

2013-12-06
노후된 청사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를 통해 직원
들의 근무환경 개선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263,300,000 65,000,000

재무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31,127,000 40,000,000

2013-12-06
노후된 청사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를 통해 직원
들의 근무환경 개선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328,300,000 40,000,000

지역경제과 노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6-01
재료비 40,694,000 20,374,000

2013-07-2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501,000 20,374,000

지역경제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주차장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201,000

2013-07-11 2013가소302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05-01
배상금등 201,000

문화관광체육과 관광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307-04
민간행사보조 380,000,000 30,000,000

2013-04-18 안악해수욕장 해변관리의 원활한 사업 추진

해변 편의 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49,000,000 30,0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201-01
사무관리비 5,720,000 2,349,000

2013-08-21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
산변경 사용코자 함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680,000 2,349,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202-01
국내여비 4,000,000 1,000,000

2013-08-21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
산변경 사용코자 함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029,000 1,0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307-05
민간위탁금 57,600,000 14,271,000

2013-08-21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
산변경 사용코자 함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029,000 14,271,000

환경상하수도과 폐기물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8,208,000 2,000,000

2013-04-26 환경관리센터의 예산의 효율적 운용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

환경상하수도과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265,000 1,000,000

2013-10-07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예산 전용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000 18,000,000

2013-11-29 조사료 실명제 강화를 위해 스티커 제작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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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예방대책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403,600,000 99,596,000

2013-12-09 가축방역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가축예방대책 추진
206-01
재료비 334,180,000 99,596,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720,000 700,000

2013-07-22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필요한 복제비로 활용하
여 원활한 예산운용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0

건설재난관리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63,365,000 80,000,000

2013-02-13
재난관련 자제구입릉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고
제설자재 전진배치소 설치를 목변경 사업추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249,500,000 80,000,000

안전건설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외)
201-02
공공운영비 22,000,000 13,016,000

2013-11-26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외)
401-01
시설비 612,920,000 13,016,000

안전건설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50,000 989,000

2013-10-17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전용코자 함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53,000 989,000

보건소 보건의료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14,495,000 3,888,000

2013-01-18 보건사업 추진인력 인건비 소요예산 미반영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4,000 3,888,000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10,592,000 2,000,000

2013-12-04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제공과 참석
율 제고를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예
산을 변경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520,000 2,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농업인대학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34,808,000 7,000,000

2013-12-04
교육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
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예산을 변경

농업인대학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8,867,000 6,400,000

2013-07-11
2013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술교육에 따
른 국비예산의 효율적 예산운용

숲가꾸기사업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580,000 6,4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2,467,000 2,800,000

2013-07-12
2013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술교육에 따
른 국비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숲가꾸기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3,520,000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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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2건 696,375,000 696,375,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53,000 13,053,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53,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880,000 2,88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88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2-01
국내여비 3,743,000 3,743,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202-01
국내여비 3,743,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50,000 1,05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5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50,000 25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5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0 70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020,000 12,02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02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 1,35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202-01
국내여비 280,000 28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202-01
국내여비 28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401-01
시설비 3,000,000 3,00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401-01
시설비 3,00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95,000 2,395,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
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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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예비군육성 지원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4,008,000 34,008,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예비군육성 지원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4,008,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예비군육성 지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22,000 4,022,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예비군육성 지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22,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4,000 304,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4,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14,000 814,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14,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202-01
국내여비 1,102,000 1,102,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202-01
국내여비 1,102,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453,000 6,453,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453,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10,000 21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1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2,921,000 12,921,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2,921,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6,500,000 6,50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6,50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401-01
시설비 575,000,000 575,00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401-01
시설비 575,000,000

총무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401-03
시설부대비 14,320,000 14,320,000

2013-09-27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개정 공모('13.8.9)
에 의거 이체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육성 지원
401-03
시설부대비 14,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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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상수도특별회계 (단위:원)

총 1건 3,000,000,000 20,000,000 20,0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000,000,000 20,000,000

2013-08-12 상수도 운영 효율화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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