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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87,398,174,000 506,807,000 506,807,000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연찬회

303-01
포상금

60,000,000 13,000,000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연찬회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기관공통 재정운영
202-01
국내여비

300,000,000 10,000,000

기관공통 재정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0,000,000 10,000,000

통신요금 관리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1,571,200,000 46,000,000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48,000,000 46,000,000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714,745,000 60,000,000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307-07
연금지급금

330,306,000 60,000,000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101-01
보수

60,800,305,000 2,404,000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303-02
성과상여금

9,760,572,000 2,404,000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3,000,000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201-03
행사운영비

9,000,000 3,000,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4,720,000 3,700,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21,680,000 3,700,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32,000,000 2,000,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25,380,000 2,000,000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국고)

307-02
민간경상보조

1,360,000,000 5,000,000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국고)

202-01
국내여비

5,000,000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756,422,000 900,000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601-06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777,300,000 900,000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307-08
이차보전금

70,000,000 7,000,000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7,000,000

사           유

총 21건

기획관실 일반행정 2011-10-06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대상으로 업무연찬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전체 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소요예산 전용

  가. 예산전용

과    목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전    용

승인일자

정보화담당관실 일반행정 2011-04-2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장비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부족예산 전용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011-11-23
기관공통 재정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예산을 국내
여비에서 전용

총무과 기타 2011-10-18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 누락자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

총무과 일반행정 2011-10-06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청구 증가에 따른 연금
지급금 부족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2011-11-23
주부모니터단의 연말 나눔봉사 및 정책제안 등 활동에 필요한
생활공감 노트 제작 부족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2011-11-01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부족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예산전용

식품의약과 보건의료 2011-08-26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중 현장활동이 수반
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점검 등이 추가되어
소요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2011-11-23
주부모니터단의 연말 나눔봉사 및 정책제안 등 활동에
필요한 생활공감 노트 제작 부족예산을 기타보상금에서 전용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2011-11-11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시범사업의 계획 추가(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전용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2011-08-26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공자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부족예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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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사           유
과    목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전    용
승인일자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307-08
이차보전금

88,000,000 18,000,000

시장경영지원사업
추진(국가직접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87,000,000 18,000,000

시군 취업촉진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34,600,000 200,000,000

시군 취업촉진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200,000,000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48,120,000 4,803,000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305-01
배상금등

4,803,000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06-01
재료비

508,000,000 27,000,000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67,608,000 27,000,000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06-01
재료비

362,510,000 10,000,000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58,095,000 10,000,000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
안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90,000,000 20,000,000

청사운영 및 관용
차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8,252,000 20,000,000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
안전관리

206-01
재료비

213,500,000 10,000,000

청사운영 및 관용
차량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98,252,000 10,000,000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205-03
국내여비

317,870,000 45,000,000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26,737,000 45,000,000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국고)

301-12
기타보상금

5,000,000 5,000,000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국고)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유용곤충 활용 친환경
축분 퇴비화 연구

207-03
시험연구비

20,000,000 14,000,000

유용곤충 활용 친환경
축분 퇴비화 연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00

경제정책과 노동 2011-10-18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가
소규모 장비구입 및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소요예산 전용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2011-11-11
남이섬 내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특산품 이동매장 설치에 따른
필요경비를 이차보전금에서 전용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2011-10-06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폭설 등으로 인해
시설장비유지비 조기 소진되어 금년도 동절기 장비 유류비 등
부족예산 전용

토지관리과 일반행정 2011-12-08
국유재산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귀속금에 대한 배상금 지급 소요예산 전용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2011-10-06
지난 '11.1~3월 이상한파 및 잦은 폭설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기 소진되어 금년도 동절기 장비 유류비 등
부족예산 전용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 2011-10-06
지난 '11.1~3월 이상한파와 잦은 폭설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기 소진되어 금년도 동절기 장비유류비 부족
예산 전용

의회사무처 입법및선거관리 2011-11-23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예산을
국내여비에서 전용

도로관리북부지소 도로 2011-10-06
지난 '11.1~3월 이상한파 및 잦은 폭설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기 소진되어 금년도 동절기 장비 유류비 등
부족예산 전용

농업기술원 농업ㆍ농촌 2011-04-20
유용곤충 활용 친환경 축분 퇴비화 연구사업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아닌 연구원 내에 컨테이너형 인공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소요예산 전용

농업기술원 농업ㆍ농촌 2011-11-23
농업인 정보화 경진 우수사례 홍보·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 소요예산을 기타보상금에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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