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5건 7,993,854,000 439,327,000 439,327,000

총무과 일반행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202-01
국내여비 2,500,000 1,000,000

2008-08-07
조사업무연장으로 인부임 확보:기획예산담당관
-6529(08.8.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26,000 1,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201-01
사무관리비 3,095,000 1,546,000

2008-08-07
조사업무 연장으로 인부임 부족분:기획예산담
당관-6529(08.8.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80,000 1,546,000

총무과 일반행정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7-04
민간행사보조 800,000,000 68,140,000

2008-07-23
분동 통리반장 인원증가에 따른 편성예산 부족
:기획예산담당관-6155(08.7.23))

통리반장 활동 지원 301-05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 10,100,000 68,140,000

세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개별주택가격조사 201-02
공공운영비 69,993,000 7,000,000

2008-11-21
개별주택전수조사인건비부족:세무과-19775(08.
11.11)

개별주택가격조사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712,000 7,000,000

민원지적과 일반행정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207-02
전산개발비 50,000,000 49,598,000

2008-09-04
모니터 및 기타부품 구입으로 인한 전용 : 민
원지적과-15878(08.8.4)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598,000

민원지적과 일반행정

민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4,129,000 5,000,000

2008-09-11
민원실환경정비 실시설계비 부족: 기획예산담
당관-7582(08.9.10)

민원실 운영 401-02
실시설계비 5,000,000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1-01
사무관리비 5,620,000 1,120,000

2008-12-29
자활소득공제사업비 부족예산변경:사회복지과-
35898(08.12.24)

자활소득공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6,012,000 1,120,000

문화체육과 체육

공공체육시설 401-04
시설비 285,000,000 5,492,000

2008-10-23
하청야구장조성  설계변경 사유발생:문화체육
과-12446(08.10.22)

하청 생활 체육공원 조성 401-04
시설비 500,000,000 5,492,000

문화체육과 체육

대회출전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241,500,000 3,970,000

2008-09-19
정산 잔액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전용: 문화체육
과-10762(08.9.16) 

생활 체육대회 출전 307-04
민간행사보조 103,000,000 3,970,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1,000,000

2008-11-21
노스탈자손수건판매전시대구입:문화체육과-135
60(08.11.19)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376,000 1,000,000

청소과 폐기물

재활용선별장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1,000,000

2008-11-12 사업비부족예산전용

재활용선별장 운영 202-01
국내여비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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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관광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
제

201-03
행사운영비 19,050,000 7,500,000

2008-07-08
바다로세계로 행사용 떼배제작 및 임시샤워시
설 설치공사:관광과-5255(08.7.8)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

제
401-07
행사관련시설비 5,000,000 7,500,000

관광과 관광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 3,500,000

2008-07-08
바다로세계로 행사 운영요원 급식비:관광과-52
55(08.7.8)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

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500,000

관광과 관광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383,800,000 10,000,000

2008-12-16 사업비부족으로 예산변경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401-04
시설비 2,400,000 10,000,00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ㆍ어촌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206-01
재료비 197,500,000 30,000,000

2008-07-23
기본계획변경(해삼방류→인공어초 대체):기획
예산담당관-6155(08.7.23)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401-04
시설비 802,500,000 30,000,000

녹지과 임업ㆍ산촌

통계환경 전산장비 201-02
공공운영비 1,400,000 1,400,000

2008-10-21
당초세출과목으로업무수행불가:녹지과-8225(08
.09.30)

통계환경 전산장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0

녹지과 임업ㆍ산촌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343,000 7,971,000

2008-11-12 병해충 방제약품 부족:녹지과-9421(08.10.31)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206-01
재료비 7,971,000

녹지과 임업ㆍ산촌

산불방지대책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9,664,000 6,764,000

2008-11-21 국도비보조금변경결정:녹지과-10144(08.11.19)

산불방지대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 6,764,000

도시과 도로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2-52호
선)개설공사

401-04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2008-11-11
보상협의장기화예산부족:도시과-13548(08.11.1
0)

신현도시계획도로 401-03
토지매입비 2,710,845,000 200,000,000

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840,000 118,000

2008-12-30 민방위복구입 예산변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73,000 118,000

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600,000 573,000

2008-12-29 민방위복및모자구입예산변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73,000

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0 3,000,000

2008-05-15 단복 구입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보건과 보건의료

보건시설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4,300,000 3,000,000

2008-12-23
방역종사원인건비 부족:기획예산담당관-10796(
08.12.22)

방역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1,744,000 3,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예방접종시술비 301-12
기타보상금 23,150,000 12,135,000

2008-12-08
농가감소로 발생한 시술비잔액을 소독약품구입
비로변경:농정과-17708(08.11.28)

가축질병근절사업 206-01
재료비 67,802,000 12,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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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과 농업ㆍ농촌

수출선도온실운영 206-01
재료비 85,500,000 8,500,000

2008-12-11
난지농업실증시험연구를 위한  배수개선시설비
로변경

수출선도온실운영 401-04
시설비 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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