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8건 4,415,075,000 260,043,000 260,043,000

총무과 일반행정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306-01
출연금 7,500,000 7,500,000

2010-08-02

국제화지원사업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납부(행정과-100
72(2010.8.2))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5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직능개발교육 201-01
사무관리비 176,900,000 5,000,000

2010-12-2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안전과  복지서비스 제
고를 위한 홍보용 창문열림 경보기 구입(행정
과-18480(2010.12.21))법질서확립운동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500,000 5,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직원후생복지 303-01
포상금 48,500,000 48,500,000

2010-07-09
최근 출산 및 육아휴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
라 대체인력 수요 급증(행정과-8935(2010.7.9)
)직원후생복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50,000 48,500,000

회계과 일반행정

청사유지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322,450,000 34,583,000

2010-08-11
신축건축믈 증가로 인한 재정공제회비 인상, 
공공요금 부족(회계과-19205(2010.8.11))

청사유지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510,029,000 34,583,000

민원봉사과 일반행정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201-01
사무관리비 14,500,000 4,600,000

2010-04-30
행정안전부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조달등록(전자서명패드):민원봉사과-4142(2010
.4.30)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0 4,600,000

주민생활지원과 보육ㆍ가족및여성

보육사업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80,000 200,000

2010-11-19
시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명칭공모((주민생활
지원과-33470(2010.11.15))

보육사업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00,000

문화체육과 체육

대회출전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248,000,000 2,000,000

2010-10-08
제18회 경남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부족(문화체육과-11138(2010.10.6))

생활 체육대회 출전 307-04
민간행사보조 130,000,000 2,000,000

환경위생과 대기

온실가스배출량조사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15,000,000 15,000,000

2010-04-15
한국환경공단 사업추진 통계목 변경(환경위생
과-12145(2010.4.14))

온실가스배출량조사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0

조선산업지원과 노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206-01
재료비 790,985,000 5,000,000

2010-09-02
일자리창출 업무 평가를 통한 사기진작:조선산
업지원과-26494(2010.09.01)

희망근로 프로젝트 303-01
포상금 5,000,000

조선산업지원과 노동

일자리창출 206-01
재료비 80,000,000 58,000,000

2010-06-22
일자리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조선산업
지원과-17439(10.6.17))일자리창출 307-02

민간경상보조 58,000,000

관광과 관광

지역관광축제 201-03
행사운영비 29,000,000 10,000,000

2010-02-18
제1회 거제축제행사 사진대전 행사보조:관광과
-876(2010.2.17)

지역관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90,0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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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관광과 문화재

대통령 생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5,936,000 24,000,000

2010-06-16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준공식 사업비 부족(
관광과-5527(2010.6.15))

대통령 기록전시관 신축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 24,000,000

해양항만과 해양수산ㆍ어촌

해수욕장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9,424,000 5,600,000

2010-11-11
학동해수욕장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비 부족(해
양항만과-7138(2010.11.8))

해수욕장관리 401-01
시설비 148,500,000 5,600,000

교통행정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약자편의증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476,000,000 7,000,000

2010-06-15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의 조기정
착을 위한 차량궤적관리프로그램구입(교통행정
과-18146(2010.6.9))교통약자편의증진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 7,000,000

교통행정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약자편의증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477,100,000 1,100,000

2010-03-04
장애인콜택시 홍보(외관시트 제작):교통행정과
-4593(2010.03.03)

교통약자편의증진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

교통행정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약자편의증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500,000,000 22,900,000

2010-03-04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보험가입:교통행정과-459
3(2010.03.03)

교통약자편의증진 201-02
공공운영비 22,9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가축방역약품구입 206-01
재료비 26,096,000 7,560,000

2010-02-25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농정과-3693(
2010.02.22)

가축방역약품구입 307-02
민간경상보조 7,560,000

의회사무국 입법및선거관리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35,625,000 1,500,000

2010-11-04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휠체어 구입(의회사무
국-4605(2010.10.27))

청사 유지 보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 1,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