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원)

조직 부문 세부사업 감액 증액

4,382,738,000 91,212,000 91,212,000

자율방재단운영 15,910,000 3,000,000

자율방재단운영 3,000,000

자율방재단운영 12,910,000 1,500,000

자율방재단운영 1,500,000

자율방재단운영 11,410,000 11,410,000

자율방재단운영 11,410,000

청사관리 20,951,000 1,500,000

주민생활지원 4,150,000 1,500,0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 26,800,000 26,800,0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 26,80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15,000,000 4,00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4,00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11,000,000 6,00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6,00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7,000,000 2,850,000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16,000,000 2,850,000

청사시설물 관리 911,464,000 30,000,000

관용차량 관리 112,650,000 30,000,000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199,458,000 152,000

반환금기타 1,035,000 152,000

가. 예산이용 : 없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반납금을 통합관리
기금 전출(융자) 상환금 집행잔액에서 변경
집행802-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1-03 행사운영비

2008-12-19

기업지원과(구) 재정ㆍ금융
702-01 기금전출금

2008-07-14

도 주관 세외수입 연구모임 발표회 기간이 2
일에서 1일로 축소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유지비의 부족예산을 잔액이 예상되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차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201-02 공공운영비

세정과(구)
지방행정ㆍ재정지
원

회계과(구) 일반행정

201-02 공공운영비

2008-10-02

세정과(구)
지방행정ㆍ재정지
원

303-01 포상금

2008-07-1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하여 국내여
비로 전용

202-01 국내여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당초 세수증
대 우수공무원 국내시찰 계획을 변경하여 세
외수입 전산장비 구입

201-02 공공운영비
2008-10-13

세정과(구)
지방행정ㆍ재정지
원

303-01 포상금

2008-07-14

고유가로 인한 방역비 지출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

201-02 공공운영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307-02 민간경상보조

역곡2동 일반행정

소사구주민생활
지원과

보육ㆍ가족및여성
201-01 사무관리비

2008-03-04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201-01 사무관리비

2008-03-18
307-04 민간행사보조

시 주관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었
으나 일부사업을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시 주관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었
으나 일부사업을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

시 주관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었
으나 일부사업을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301-10 행사실비보상금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201-01 사무관리비

2008-03-18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201-01 사무관리비

2008-03-18

사      유
통계목

나. 예산전용

일반회계 (총 11건)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감액 증액

여권민원실 운영 11,500,000 4,000,000

여권민원실 운영 5,500,000 4,000,000

611,780,000 3,000,000 3,000,000

과태료 부과징수 610,280,000 3,000,000

과태료 부과징수 1,500,000 3,000,000

(단위:원)

예산액

부문 감액 증액

14,001,600,000 14,001,600,000 14,001,6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80,000 2,880,000

2,88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3,442,598,000 3,442,598,000

3,442,598,000

10,400,122,000 10,400,122,000

10,400,122,000

2,300,000 2,300,000

2,300,000

다. 예산이체

과    목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도시개발

2008-07-22

총 7건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통계목

통계목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2008-04-0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1-02
실시설계비

202-03
국외여비

2008-04-04

체비지 관리

예비비

202-03
국외여비

2008.3.5 인사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뉴타운
개발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체예산을 기
지출액 포함하여 도시균형개발과로 이체도시균형개발과(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2008-04-04 〃

도시균형개발과(구)

202-01
국내여비
202-01
국내여비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균형개발과(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2008-04-04 〃

도시균형개발과(구) 401-04
시설비

401-04
시설비

〃
도시균형개발과(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2008-04-04

도시재정비

도시재정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802-03 과오납금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401-02
실시설계비 〃

도시균형개발과(구)

2008-04-04

801-01
예비비

예비비

체비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체비지 관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801-01
예비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통합고지서 4
회 발송으로 과년도분의 이중수납에 대한 과
오납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세부사업

〃
도시균형개발과(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여권민원실 직원증가에 따른 캐비넷 등 비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체비지 관리

체비지 관리

체비지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총1건)

원미구경제교통
과(구)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201-01 사무관리비

시민봉사과(구)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2008-09-17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8-04-04

체비지 관리

체비지 관리

뉴타운개발과(구)
지역및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