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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0 건)           0원

     2. 예산전용(  36 건)  667,374,000원

     3. 예산이체(   0 건)           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0 건)           0원

     2. 예산전용(   1 건)  250,000,000원

     3. 예산이체(   0 건)           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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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예산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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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산전용
    【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36 건 28,097,789,000 667,374,000 667,374,000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군정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3,040,000 2,710,000
2014-08-19 군정시책업무보조 인건비 지급

군정시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10,000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군정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0,330,000 236,000
2014-09-17

기획감사실 업무보조 9월분 인건비 부족

으로 전용군정시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10,000 236,000

주민복지실 노인ㆍ청소년
기초노령연금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397,842,000 1,500,000
2014-05-22 사전홍보로 원활한 기초연금제도 운영

기초노령연금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

주민복지실 취약계층지원
이재민,행여자 등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800,000 500,000
2014-07-07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사용 공공요금 

지출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재민,행여자 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00,000

주민복지실 일반행정
자원봉사센터 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10,000 1,333,000
2014-12-26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지급자원봉사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1,333,000

주민복지실 일반행정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800,000 5,477,000
2014-12-26

자원봉사 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개보수비 

지급자원봉사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1,333,000 5,477,000

총무과 일반행정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0 18,600,000
2014-11-03 이장 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지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8,600,000

총무과 평생ㆍ직업교육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위탁교육

307-02
민간경상보조금

40,000,000 30,000,000
2014-02-20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원활한 운영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위탁교육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00

민원봉사과 지역및도시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12,000,000 12,000,000
2014-10-13 합리적인 예산집행(통계목 변경)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

재무과 일반행정
일반재산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68,625,000 50,000,000
2014-07-28

직원 편의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물품

취득물품취득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6,800,000 50,000,000

재무과 일반행정
물품취득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6,800,000 90,000,000
2014-05-26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청사 리모델링 사업
401-01
시설비

100,000,000 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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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 】                                                                                                                                     (단위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재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계약 및 회계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158,000 837,000

2014-05-08 '13년 결산검사 위원 교육비 
계약 및 회계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837,000

지역경제과 노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6-01
재료비 43,000,000 20,000,000

2014-07-29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800,000 20,000,000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합창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7,600,000 4,240,000

2014-04-30 함평군 합창단 단체복 구입
합창단 운영

301-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6,000,000 4,240,000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4,027,000 25,000,000

2014-07-23
함평군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전남야구장 및 야구전문
타운 운영 및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5,000,000

환경상하수도과 환경보호일반
환경시책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 2,423,000 1,700,000

2014-10-20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 요금 부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1-02
공공운영비 7,200,000 1,7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5,161,000 2,109,000

2014-09-29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부족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9,039,000 2,109,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202-01
국내여비 2,800,000 299,000

2014-09-29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부족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148,000 299,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307-05
민간위탁금 46,000,000 17,221,000

2014-09-29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부족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447,000 17,221,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유기질 비료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557,675,000 50,000,000

2014-12-26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액 부족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01-02
장학금및학자금 216,000,000 50,000,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01-02
장학금및학자금 456,000,000 50,000,000

2014-09-15
함평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필요농업발전5개년계획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50,000,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50,000,000 4,000,000

2014-05-27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종합분석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도모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 4,000,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관정개발 지원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30,000,000 4,000,000

2014-05-27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종합분석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도모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9,260,000 8,000,000

2014-04-08
'14 함평천지 한우와 나비와의 만남행사 

실시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307-04
민간행사보조금 18,000,000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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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301-11
기타보상금

4,039,200,000 82,584,000
2014-12-26 조사료 생산 이용 ․생산 장려금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000 82,584,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10,000,000
2014-10-20

전염병 감염가축 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206-01
재료비

127,500,000 10,000,000

안전건설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63,365,000 68,000,000
2014-01-07 설해대책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 68,000,000

안전건설과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83,365,000 50,000,000
2014-05-22 원활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207,200,000 50,000,000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소 건강대학(원)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3,000,000 3,020,000
2014-10-13

2014년 통합의학 박람회 체험관운영

('14.10.22~10.28) 비 지출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시군 체험 홍보관 설치

201-03
행사운영비

2,530,000 3,020,000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소 건강대학(원)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9,980,000 980,000
2014-10-13 2014년 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 운영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시군 체험 홍보관 설치
202-01
국내여비

1,470,000 98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농기계임대사업

201-02
공공운영비

15,057,000 3,000,000
2014-05-28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

관용차량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7,260,000 3,0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맞춤형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0 12,000,000
2014-06-20 유용미생물실 배양장비 효율적 유지

맞춤형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201-02
공공운영비

11,160,000 12,0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4,969,000 15,000,000
2014-11-03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집행코자 함숲가꾸기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1,363,000 15,0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202-01
국내여비

3,501,000 2,000,000
2014-12-02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자원조사단 4대보험료 

지급금액 부족으로 전용코자 함숲가꾸기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6,363,000 2,0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605,000 20,000,000
2014-12-02

함평공원에 발생한 긴급 재해 복구비로 

지출코자 함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
401-01
시설비

241,225,000 20,000,000

엄다면 지역및도시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
화단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60,000 1,028,000
2014-11-03

도로변풀베기 사업량 증가로 인건비로 

지급코자 함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
화단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88,000 1,0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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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특별회계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 건 2,870,000,000 250,000,000 250,0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2,570,000,000 250,000,000
2014-06-27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신규설치

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401-01
시설비

300,000,000 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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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산이체

   《 예산이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