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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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47조,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것은 

 1. 예산이용( 0  건) 0  원

 2. 예산전용( 26  건) 786,400,000  원

 3. 예산이체( 0  건) 0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3.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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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이용
    (없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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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6건 81,753,141,000 786,400,000 786,400,000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홍보매체 활용 군 이미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85,300,000 1,300,000

2011-12-05 군정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

군정시책 홍보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00 1,300,000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9,636,000 13,000,000

2011-12-12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과부족에 대한 예산
전용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34,339,000 13,000,000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66,636,000 13,000,000

2011-12-12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과부족 예산전
용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18,749,000 13,000,000

주민복지과 보육ㆍ가족및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405-02
도서구입비 4,000,000 4,000,000

2011-07-11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대상자 증가)

다문화가정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000 4,000,000

총무과 기타

인건비(직무수행경비) 204-02
직급보조비 903,360,000 22,678,000

2011-10-27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의 원활한 집행 

인건비(총괄) 101-01
보수 22,370,319,000 22,678,000

총무과 기타

인건비(직무수행경비) 204-03
특정업무경비 294,240,000 21,336,000

2011-10-27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의 원활한 집행 

인건비(총괄) 101-01
보수 22,392,997,000 21,336,000

총무과 기타

인건비(총괄) 303-02
성과상여금 1,263,116,000 13,067,000

2011-10-27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의 원활한 집행 

인건비(총괄) 101-01
보수 22,357,252,000 13,067,000

총무과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8,760,000 4,139,000

2011-10-27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의 원활한 집행 

간접인건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705,069,000 4,139,000

총무과 기타

인건비(직무수행경비) 204-03
특정업무경비 272,904,000 43,666,000

2011-10-27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의 원활한 집행 

간접인건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661,403,000 43,666,000

지역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 1,500,000

2011-09-09 함평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2,375,000 1,500,000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군립미술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0,220,000 2,000,000

2011-12-05
군립미술관운영에 따른 참여작가 및 기증작가 
실비보상

군립미술관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75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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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환경상하수도과 자연

야생 동.식물보호 201-01
사무관리비 54,450,000 4,500,000

2011-11-09 원활한 수렵장 운영

야생 동.식물보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201-01
사무관리비 59,417,000 3,741,000

2011-09-29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640,000 3,741,000

환경상하수도과 상하수도ㆍ수질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201-01
사무관리비 55,676,000 800,000

2011-11-09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381,000 800,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종자
대 지원

206-01
재료비 21,000,000 21,000,000

2011-04-15 통합RPC를 통한 사업추진 예산전용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종자
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21,000,000

친환경농산과 농업ㆍ농촌

LCD전광판 활용 농특산물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0 18,000,000

2011-04-15 2012 향토육성사업 계획수립

농산물 유통 및 GAP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18,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500,000 4,500,000

2011-05-27 축산업발전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마을 주거환경 피해축사 일제
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56,000 4,5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 402-01
민간자본보조 499,540,000 499,540,000

2011-09-29
조사료 생산기반에 따른 보상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 301-12
기타보상금 499,54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5,800,000 18,000,000

2011-12-26 소 브루셀라병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

소 브루셀라병 검사 301-12
기타보상금 136,480,000 18,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예방대책 추진 206-01
재료비 320,495,000 20,000,000

2011-12-07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예산의 효율적 운용

소 브루셀라병 검사 301-12
기타보상금 116,480,000 20,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0 7,500,000

2011-12-26 소 브루셀라병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

소 브루셀라병 검사 301-12
기타보상금 154,480,000 7,5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예방대책 추진 206-01
재료비 300,495,000 30,000,000

2011-12-07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45,600,000 30,000,000

축수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206-01
재료비 151,510,000 6,593,000

2011-12-26 가축방역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
쇠고기이력추적제지원(지자체
부담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37,129,000 6,593,000

건설재난관리과 지역및도시

도로시설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5,000,000

2011-11-02
5일시장 및 국향대전의 노점상 단속의 원활한 
추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307-05
민간위탁금 25,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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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201-02
공공운영비 35,600,000 7,000,000

2011-11-10 숲가꾸기사업 국비예산의 효율적 집행

숲가꾸기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

산림공원사업소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1,160,000 540,000

2011-11-10 숲가꾸기사업 국비예산의 효율적 집행

숲가꾸기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9,427,000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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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이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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