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변경사용 내역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29건 17,260,441,000 602,860,000 602,860,000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행정

감사활동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4,000,000 5,600,000 0

2012-01-26 2012년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연극 공연

감사활동강화
201-03
행사운영비 0 0 5,600,000

행정과 일반행정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40,720,000 4,000,000 0

2012-12-18 우편물 공공요금 부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439,070,000 0 4,000,000

행정과 일반행정

통리반장 활동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4,486,000 20,000,000 0

2012-01-10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실시

통리반장 활동 지원
301-07
민간인국외여비 0 0 20,000,000

행정과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59,440,000 1,000,000 0

2012-10-10
제1회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자 실비 보상금 부족

주민자치센터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140,000 0 1,000,000

회계과 일반행정

예산회계결산
201-02
공공운영비 4,000,000 1,000,000 0

2012-06-26 운영수당 부족

예산회계결산
201-01
사무관리비 22,000,000 0 1,000,000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무연고자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000 2,400,000 0

2012-11-15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변경사용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0,000 0 2,400,000

교육체육과 문화예술

시립도서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00 70,000,000 0

2012-07-19 공공요금 부족

시립도서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2,000,000 0 70,000,000

교육체육과 체육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401-01
시설비 240,000,000 3,400,000 0

2012-05-10
일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감리비 변
경사용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401-02
감리비 0 0 3,400,000

교육체육과 체육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
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2,952,000,000 10,000,000 0

2012-02-06 전기감리비 부족에 따른 변경사용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
설 개보수

401-02
감리비 0 0 10,000,000

조선경제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시
청사태양광및태양열설비설치)

401-01
시설비 476,600,000 20,000,000 0

2012-03-0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
전시설 10Kw 이상 설치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
한 감리비 통계목 변경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시

청사태양광및태양열설비설치)
401-02
감리비 0 0 20,000,000

조선경제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보
건소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1
시설비 141,000,000 9,000,000 0

2012-03-0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
전시설 10Kw 이상 설치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
한 감리비 통계목 변경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보

건소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2
감리비 0 0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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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근로자가족
복지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1
시설비 212,500,000 10,000,000 0

2012-03-0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
전시설 10Kw 이상 설치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
한 감리비 통계목 변경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근로자가족

복지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2
감리비 0 0 10,000,000

조선경제과 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옥포종합사
회복지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1
시설비 212,500,000 10,000,000 0

2012-03-0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
전시설 10Kw 이상 설치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
한 감리비 통계목 변경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옥포종합사

회복지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
401-02
감리비 0 0 10,000,000

관광과 관광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1,020,000 2,500,000 0

2012-09-19
2012년도 망향제 및 반공애국포로 희생자 합동
위령제 행사 물품 임차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0 0 2,500,000

해양항만과 해양수산ㆍ어촌

해수욕장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2,550,000 0

2012-08-16 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상오토바이 유류대 지급

해수욕장관리
201-02
공공운영비 0 0 2,550,000

해양항만과 해양수산ㆍ어촌

전시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0,000,000 0

2012-06-14
조기개장 해수욕장 개장행사 추진(와현 모래숲
해변음악회)

해수욕장관리
201-03
행사운영비 15,000,000 0 10,000,000

어업진흥과 해양수산ㆍ어촌

지정해역위생관리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5,760,000 46,000,000 0

2012-09-21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집행지침 변경

지정해역위생관리
402-01
민간자본보조 0 0 46,000,000

어업진흥과 해양수산ㆍ어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95,900,000 195,900,000 0

2012-04-24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사업자 변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0 0 195,900,000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숲가꾸기사업 지원
401-02
감리비 64,998,000 58,980,000 0

2012-12-13
숲가꾸기 사업비 부족(자체인력을 이용한 감리
비 예산절감액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

숲가꾸기사업 지원
401-01
시설비 1,613,288,000 0 58,980,000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임도시설
401-01
시설비 798,970,000 7,000,000 0

2012-08-01
2012년 임도시설(신설)의 견실시공을 위한 시
공감리비 편성

임도시설
401-02
감리비 0 0 7,000,000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임도시설
401-01
시설비 791,969,000 700,000 0

2012-09-21 2012년 임도시설(신설) 시공감리비 부족

임도시설
401-02
감리비 7,000,000 0 700,000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임도유지 보수
401-01
시설비 1,398,516,000 22,020,000 0

2012-02-15
(명시이월예산)
칠백리 해안관광 임도 개설사업의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감리비 편성임도유지 보수

401-02
감리비 0 0 22,020,000

도로과 도로

도로유지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33,000,000 10,000,000 0

2012-02-27 도로순찰 및 보수차량 임대

도로유지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0 10,000,000

도로과 도로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
선)개설

401-01
시설비 250,000,000 3,000,000 0

2012-04-09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 열람
공고 광고료 지급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

선)개설
401-03
시설부대비 0 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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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재난방재ㆍ민방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286,653,000 33,600,000 0

2012-07-09
지속적인 민원발생(고장, 이설요청)으로 인한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부족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50,000,000 0 33,6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출산장려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37,000,000 4,500,000 0

2012-11-08
셋째아 출산가정 증가에 따른 출산용품 지원예
산 부족

셋째자녀출산용품비
301-12
기타보상금 13,750,000 0 4,500,000

기술지원과 농업ㆍ농촌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000 30,000,000 0

2012-01-17
시험성분분석용 동결건조기 지체구입 사업추진
(기술지원과-736, 12. 1. 16)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30,000,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 6,500,000 0

2012-08-01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급계획 수
립을 위한 용역

공중화장실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0 0 6,500,000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품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382,575,000 3,210,000 0

2012-12-27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172,086,000 0 3,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