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6건 18,431,210,000 994,158,000 994,158,000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행정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6,000,000 324,000 0

2012-10-30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자문을 위한 워크숍 개최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0 0 324,000

행정과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4,500,000 12,500,000 0

2012-10-08
사등면 주민자치센터 골프교실 설치를 위한 시
설비 과목으로 변경

주민자치센터운영
401-01
시설비 27,000,000 0 12,500,000

주민생활과 취약계층지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306-01
출연금 2,200,000,000 7,000,000 0

2012-04-27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등기수수료 등 수용
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0 0 7,000,000

주민생활과 취약계층지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306-01
출연금 2,193,000,000 13,000,000 0

2012-04-27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추진 물품구입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13,000,000

주민생활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상담지원
팀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0,165,000 15,000,000 0

2012-07-09 3분기 운영비(인건비)부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10
사회복지보조 143,148,000 0 15,000,00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인터넷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6,300,000 10,821,000 0

2012-07-24 공공요금 부족

통신망서비스
201-02
공공운영비 355,423,000 0 10,821,00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자체 정보화교육
201-03
행사운영비 117,190,000 11,720,000 0

2012-07-24 공공요금 부족

통신망서비스
201-02
공공운영비 333,572,000 0 11,720,00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행정 정보화
207-02
전산개발비 50,000,000 10,131,000 0

2012-07-24 공공요금 부족

통신망서비스
201-02
공공운영비 345,292,000 0 10,131,000

관광과 관광

군시설 이전
207-01
연구용역비 22,000,000 22,000,000 0

2012-09-20
군시설 이전을 위한 기술용역 목적에 맞는 예
산과목으로 전용

군시설 이전
401-01
시설비 0 0 22,000,000

관광과 관광

세계조선해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500,000,000 340,500,000 0

2012-02-21
세계조선해양축제의 홍보물제작 등 원활한 업
무추진

세계조선해양축제
201-01
사무관리비 0 0 340,500,000

관광과 관광

세계조선해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159,500,000 78,000,000 0

2012-02-21
세계조선해양축제 장비임차 등 원활한 업무추
진

세계조선해양축제
201-03
행사운영비 0 0 7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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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관광

세계조선해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81,500,000 1,500,000 0

2012-02-21 세계조선해양축제 원활한 업무추진

세계조선해양축제
202-01
국내여비 0 0 1,500,000

관광과 관광

세계조선해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80,000,000 40,000,000 0

2012-02-21
세계조선해양축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
지 구축

세계조선해양축제
207-02
전산개발비 0 0 40,000,000

관광과 관광

세계조선해양축제
307-04
민간행사보조 40,000,000 40,000,000 0

2012-02-21 세계조선해양축제 지원 필요 시설물 설치

세계조선해양축제
401-04
행사관련시설비 0 0 40,000,000

어업진흥과 해양수산ㆍ어촌

지정해역위생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3,450,000 33,450,000 0

2012-08-16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시설 설치

지정해역위생관리
401-01
시설비 0 0 33,450,000

어업진흥과 해양수산ㆍ어촌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138,000,000 138,000,000 0

2012-12-05
양식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
장비 구입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138,000,000

도로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386,653,000 100,000,000 0

2012-07-09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0,000,000 0 100,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영농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
301-07
민간인국외여비 30,693,000 3,836,000 0

2012-12-18
핵심 4H요원 해외 농업연수 계획 변경에 따른
공무원 여비 부족(민간인 8명->6명, 공무원 1
명->2명)영농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

202-04
국제화여비 3,836,000 0 3,836,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근절사업
206-01
재료비 49,210,000 8,000,000 0

2012-10-08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부족

가축질병근절사업
301-12
기타보상금 87,000,000 0 8,0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공동방제단재료비
206-01
재료비 36,472,000 22,800,000 0

2012-03-30 축협 위탁 사업 시행

공동방제단운영비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7,234,000 0 22,800,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공동방제단운영비
301-12
기타보상금 37,600,000 17,234,000 0

2012-03-30 축협 사업 위탁 시행

공동방제단운영비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0 17,234,000

농정과 농업ㆍ농촌

선도농가(강소농)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82,000,000 32,000,000 0

2012-07-05 사업내용(시설 설치) 변경

선도농가(강소농) 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0 0 32,000,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8,000,000 1,689,000 0

2012-12-27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147,744,000 0 1,689,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대형폐기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988,000 11,374,000 0

2012-12-27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149,433,000 0 11,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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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품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500,000 11,279,000 0

2012-12-27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160,807,000 0 11,279,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매립장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5,000,000 12,000,000 0

2012-10-08
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로 인한 침출수 비상 이
송펌프 및 계측장비 등 구입

매립장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1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