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4건 11,290,919,000 560,525,000 560,525,000

행정과 일반행정

영유아보육료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4,000,000 10,000,000

2009-02-27
어린이집 운영 소모성물품구입:총무과-2809(09
.02.27)

영유아보육료지원 206-01
재료비 10,000,000

행정과 일반행정

영유아보육료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0 6,000,000

2009-02-27
어린이집 운영 소모성물품구입:총무과-2809(09
.02.27)

영유아보육료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회계과 일반행정

상문동 청사신축 401-01
시설비 3,660,000,000 60,000,000

2009-06-29
배수로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회계과-21682(0
9.06.26)

청사유지 보수 401-01
시설비 922,000,000 60,000,000

주민생활지원과 노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206-01
재료비 1,565,970,000 4,400,000

2009-12-16
희망근로프로젝트 평가 시상:주민생활지원과-3
4532(09.12.15)

희망근로 프로젝트 303-01
포상금 4,400,000

문화체육과 체육

시립테니스장 건립 401-01
시설비 1,800,000,000 350,000,000

2009-06-08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
족:문화체육과-7878(09.06.05)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1,000,000,000 350,000,00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90,000,000 61,000,000

2009-02-09
시스템유지보수 운영방식변경:정보통신과-815(
09.01.20)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1,000,000

청소과 폐기물

재활용선별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260,000 5,000,000

2009-04-17
재활용품이송대차(손수레) 제작:청소과-5927(0
9.04.13)

재활용선별장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50,000 5,000,000

관광과 관광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
제

201-03
행사운영비 17,550,000 4,200,000

2009-07-17
바다로세계로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관광과-7
379(09.7.17))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

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200,000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산불방지대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25,000 5,000,000

2009-03-23 범용S/W구입:녹지과-3362(09.03.17)

산불방지대책 201-01
사무관리비 9,100,000 5,000,000

재난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531,000 25,000,000

2009-06-2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부족:재
난관리과-6711(09.06.25)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872,000 25,000,000

보건과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557,533,000 7,238,000

2009-12-02
신종플루학교단체예방접종 운영비로 전용:보건
과-14514(09.11.26)

국가예방접종사업 202-01
국내여비 1,000,000 7,2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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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보건과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559,213,000 1,680,000

2009-12-02
신종플루학교단체예방접종 운영비로 전용:보건
과-14514(09.11.26)

국가예방접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200,000 1,680,000

보건과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562,495,000 3,282,000

2009-12-02
신종플루 학교단체예방접종 운영비로 전용:보
건과-14514(09.11.26)

국가예방접종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592,000 3,282,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공동방제단운영비 301-12
기타보상금 93,460,000 17,725,000

2009-11-0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 구입:농정과-188
52(09.10.28)

공동방제단재료비 206-01
재료비 29,768,000 17,7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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