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3건 3,579,116,000 161,180,000 161,180,000

행정과 일반행정

법질서확립운동추진
201-02
공공운영비 61,000,000 25,000,000

2011-11-30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부족
(행정과-15681,2011.11.23)

법질서확립운동추진
401-01
시설비 450,000,000 25,000,000

회계과 일반행정

청사유지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915,000,000 35,000,000

2011-04-04
주차장 부지확장 및 인도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준공예정일 : 2011년 5월 1일)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
401-01
시설비 298,000,000 35,000,000

교육체육과 체육

체육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60,800,000 3,000,000

2011-05-04
거제스포츠파크 준공기념 연예인초청축구대회
추진[교육체육과-2104(2011.4.21)

체육행사 개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조선경제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거제사랑 상품권
301-12
기타보상금 400,000,000 42,500,000

2011-09-19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소 확대에 따른 사업주체
변경 시행[조선경제과-27149(2011.9.10)]

거제사랑 상품권
402-01
민간자본보조 42,500,000

조선경제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307-02
민간경상보조 17,000,000 11,000,000

2011-08-05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주체(민간 ->시)
변경[조선경제과-22020(2011.7.29)]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0,000

조선경제과 노동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8,000,000 1,500,000

2011-12-0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대의무보험료 부족(조
선경제과-38308,2011.12.0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6,950,000 1,500,000

관광과 관광

유원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300,000 4,500,000

2011-07-04
황포해수욕장 전기인입공사 사업비 부족(기 발
전기 대체 유류대 절감)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365,000,000 4,5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201-03
행사운영비 7,500,000 2,000,000

2011-11-30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등면 건강위원회 발대
식 개최(건강증진과-12451,2011.11.28)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2,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농업전문인력양성(국가)
206-01
재료비 15,000,000 15,000,000

2011-08-26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주체(시->민간)
변경[농정과-26541(2011.8.25)]

농업전문인력양성(국가)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 15,000,000

기술지원과 농업ㆍ농촌

자생란복원활용
207-01
연구용역비 13,500,000 1,080,000

2011-11-23
야생화 유전자원 보존과 극한시 피해 신속대처
가온시설 설치[기술지원과-13916(2011.11.22)
]자생란복원활용

401-01
시설비 18,500,000 1,080,000

기술지원과 농업ㆍ농촌

자생란복원활용
207-03
시험연구비 9,000,000 3,000,000

2011-11-23
야생화 유전자원 보존과 극한시 피해 신속대처
가온시설 설치[기술지원과-13916(2011.11.22)
]자생란복원활용

401-01
시설비 19,580,000 3,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40,986,000 1,100,000

2011-06-08
거가대교개통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 무단배
출 예방홍보를 위하여 환경순찰차량 앰프 및
스피커 구입불법행위 지도,단속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매립장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5,000,000 16,500,000

2011-04-14
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장 악취감소를 위한 연
무기 구입[자원순환과-3739(2011.4.13)]

매립장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