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기금수입 및 주요항목 지출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도 보조금 삭감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추진, 예치금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48,858,000 306,893,000 △41,965,000 △12%

환경위생과 348,858,000 306,893,000 △41,965,000 △12%

보건 348,858,000 306,893,000 △41,965,000 △12%

보건의료 209,500,000 195,980,000 △13,520,000 △6%

위생관리 209,500,000 195,980,000 △13,520,000 △6%

식품진흥기금 209,500,000 195,980,000 △13,520,000 △6%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209,500,000 195,980,000 △13,520,000 △6%

201 일반운영비 132,500,000 142,500,000 10,000,000 8%

201-01 사무관리비 132,500,000 142,500,000 10,000,000 8% 2010.03.25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사업지원

301 일반보상금 24,000,000 24,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24,000,000 24,000,000 2010.03.25

307 민간이전 16,000,000 16,000,000

307-04 민간행사보조 16,000,000 16,000,000 2010.03.25

402 민간자본이전 37,000,000 13,480,000 △23,520,000 △64%

402-01 민간자본보조 37,000,000 13,480,000 △23,520,000 △64% 2010.03.25 도 보조금 삭감

식품의약안전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보전지출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602 예치금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602-01 예치금 139,358,000 110,913,000 △28,445,000 △20% 2010.03.25 예치금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기금수입 및 주요항목 지출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고유목적사업비삭감 및 증액, 예치금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5,111,768,000 5,275,492,000 163,724,000 3%

재난관리과 5,111,768,000 5,275,492,000 163,724,000 3%

공공질서및안전 5,111,768,000 5,275,492,000 163,724,000 3%

재난방재ㆍ민방위 5,111,768,000 5,275,492,000 163,724,000 3%

재해 및 재난예방 660,000,000 920,000,000 260,000,000 39%

재난관리기금 660,000,000 920,000,000 260,000,000 39%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660,000,000 920,000,000 260,000,000 39%

201 일반운영비 120,000,000 70,000,000 △50,000,000 △42%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70,000,000 △50,000,000 △42% 2010.02.05 재해응급복구비 임차

207 연구개발비 40,000,000 40,000,000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 40,000,000 2010.02.05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000 810,000,000 310,000,000 62%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1-01 시설비 500,000,000 810,000,000 310,000,000 62% 2010.07.22 마전재해위험지구 법면정비

재무활동(재난관리과) 4,451,768,000 4,355,492,000 △96,276,000 △2%

보전지출 4,451,768,000 4,355,492,000 △96,276,000 △2%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4,451,768,000 4,355,492,000 △96,276,000 △2%

602 예치금 4,451,768,000 4,355,492,000 △96,276,000 △2%

602-01 예치금 4,451,768,000 4,355,492,000 △96,276,000 △2% 2010.07.22 금고예치금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기금수입 및 주요항목 지출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예치금회수 금액조정 및 전출금 증가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834,283,000 2,157,091,000 322,808,000 18%

청소과 1,834,283,000 2,157,091,000 322,808,000 18%

환경보호 1,834,283,000 2,157,091,000 322,808,000 18%

폐기물 1,834,283,000 2,157,091,000 322,808,000 18%

환경기초 1,400,000,000 1,400,000,00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00,000,000 1,400,000,00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1,400,000,000 1,400,000,000

307 민간이전 12,520,000 25,192,000 12,672,000 101%

307-02 민간경상보조 12,520,000 25,192,000 12,672,000 101% 2010.07.15 TV유선비 지급액 증가

402 민간자본이전 1,387,480,000 1,374,808,000 △12,672,000 △1%

402-01 민간자본보조 1,387,480,000 1,374,808,000 △12,672,000 △1% 2010.07.15 한내석포마을 지원 감소

재무활동(청소과) 434,283,000 757,091,000 322,808,000 74%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보전지출 434,283,000 757,091,000 322,808,000 74%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434,283,000 757,091,000 322,808,000 74%

602 예치금 434,283,000 757,091,000 322,808,000 74%

602-01 예치금 434,283,000 757,091,000 322,808,000 74% 2010.12.24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