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예산이체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428건 76,222,437,310 76,222,437,310

총무과

일반행정

지역협력지원 201-02
공공운영비 9,300,000 9,3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이체

안전총괄과 지역협력지원 201-02
공공운영비 9,3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지역협력지원 401-01
시설비 25,000,000 25,0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이체

안전총괄과 지역협력지원 401-01
시설비 25,000,000

환경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250,000 1,3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

환경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1,620,000 4,3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4,300,000

환경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0,000 1,26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60,000

환경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000 6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

환경과

기타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8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환경과

자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207-01
연구용역비 20,600,000 20,6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207-01
연구용역비 20,600,000

환경과

자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72,280,000 872,28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72,280,000

환경과

자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860,000 1,86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860,000

환경과

자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 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환경과

자연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

301-12
기타보상금 13,000,000 13,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

301-12
기타보상금 13,000,000

환경과

자연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00,000 6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00,000

환경과

자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81,000 2,981,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81,000

환경과

자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07-05
민간위탁금 9,623,000,000 9,623,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07-05
민간위탁금 9,623,000,000

환경과

자연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872,000 55,87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872,000

환경과

자연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030,000 13,03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030,000

환경과

자연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308-12
기타부담금 472,500,000 472,5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308-12
기타부담금 472,500,000

환경과

자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344,000 156,344,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344,000

환경과

자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6-01
재료비 12,000,000 1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6-01
재료비 12,000,000

환경과

자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1-01
시설비 230,000,000 23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1-01
시설비 230,000,000

환경과

자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656,000 1,656,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656,000

환경과

자연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1-01
사무관리비 10,700,000 10,7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1-01
사무관리비 10,700,000

환경과

자연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6-01
재료비 318,508,000 318,508,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6-01
재료비 318,508,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환경과

자연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 1,5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

환경과

자연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1,680,000 1,68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1,680,000

환경과

자연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 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

환경과

자연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401-01
시설비 19,000,000 19,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401-01
시설비 19,000,000

환경과

자연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활동 201-01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활동 201-01
사무관리비 2,800,000

환경과

자연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활동 202-01
국내여비 6,720,000 6,7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활동 202-01
국내여비 6,720,000

환경과

자연

피서철 4대계곡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3,166,000 123,166,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피서철 4대계곡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3,166,000

환경과

자연

피서철 4대계곡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피서철 4대계곡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환경과

폐기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201-02
공공운영비 18,920,000 18,9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201-02
공공운영비 18,920,000

환경과

폐기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206-01
재료비 17,500,000 17,5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206-01
재료비 17,500,000

환경과

폐기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13,000,000 13,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13,000,000

환경과

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70,000,000 7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70,000,000

환경과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401-01
시설비 15,000,000 15,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401-01
시설비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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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폐기물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 2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

환경과

폐기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환경과

폐기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202-01
국내여비 6,720,000 6,7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202-01
국내여비 6,720,000

환경과

폐기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0 7,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206,000 50,206,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206,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800,000 10,8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8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206-01
재료비 7,000,000 7,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206-01
재료비 7,0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66,550,000 166,55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66,55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860,000 34,86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86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보호 감시 활동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526,000 70,526,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보호 감시 활동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526,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206-01
재료비 1,200,000 1,2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206-01
재료비 1,2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000,000 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00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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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96,000 41,496,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96,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7,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환경과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401-01
시설비 3,000,000 3,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401-01
시설비 3,000,000

환경과

자연

가축분뇨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 2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가축분뇨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

환경과

자연

야생생물 보호 사업 401-01
시설비 50,000,000 5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야생생물 보호 사업 401-01
시설비 50,00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4,550,000 104,55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4,55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5,472,000 85,47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5,472,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206-01
재료비 35,400,000 35,4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206-01
재료비 35,40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675,000,000 675,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675,00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401-01
시설비 550,000,000 55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401-01
시설비 550,00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401-01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401-01
시설비 300,000,000

환경과

자연

공중화장실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3,169,000 3,169,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3,169,000

환경과

환경보호일반

내부거래지출 702-01
기금전출금 269,498,000 269,498,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내부거래지출 702-01
기금전출금 269,498,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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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재생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5,842,000 768,000

2021-01-21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68,000

도시재생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6,490,000 96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6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4,986,500,000 4,986,5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4,986,5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752,007,090 752,007,090

2021-01-18 (사고이월예산)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752,007,09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3,500,000 13,5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3,5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8,515,100 8,515,100

2021-01-18 (사고이월예산)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8,515,1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500,000,000 500,0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500,0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600,000 3,600,000

2021-01-18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6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광양읍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5,480,000 5,480,000

2021-01-18 (사고이월예산)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광양읍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5,48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904,000 2,904,000

2021-01-21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904,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02-01
국내여비 2,400,000 2,400,000

2021-01-21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02-01
국내여비 2,400,000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14,250,000 14,250,000

2021-01-21 (사고이월예산)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공원과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14,250,000

보건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0,110,000 500,000

2021-01-18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식품위생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00,000



일반회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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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0,000 480,000

2021-01-18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식품위생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00

보건위생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258,000,000 258,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258,00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0,110,000 10,11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0,11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2,315,000 2,315,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2,315,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2,040,000 2,04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2,04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000 6,4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20,000 6,2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2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0,000 5,7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0 6,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98,000 12,498,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98,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4,699,000 64,699,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4,699,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3,899,000 403,899,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3,899,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82,000,000 8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8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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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738,000 738,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738,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550,000 41,55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55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1
시설비 3,871,000,000 3,87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1
시설비 3,871,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1
시설비 4,950,822,860 4,950,822,860

2021-01-13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1
시설비 4,950,822,86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2
감리비 100,000,000 10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2
감리비 10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2
감리비 41,297,400 41,297,400

2021-01-13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2
감리비 41,297,4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3
시설부대비 10,452,000 10,45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1-03
시설부대비 10,452,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0,211,000 390,211,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0,211,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1
시설비 2,555,015,000 2,555,015,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1
시설비 2,555,01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1
시설비 455,362,520 455,362,520

2021-01-13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1
시설비 455,362,52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2
감리비 20,000,000 2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2
감리비 2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2
감리비 20,000,000 20,000,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2
감리비 2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3
시설부대비 9,199,000 9,199,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1-03
시설부대비 9,199,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비 5,634,935,000 5,634,935,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비 5,634,93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4,088,000 14,088,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4,088,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1,058,515,000 1,058,515,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1,058,51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2
감리비 20,000,000 2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2
감리비 2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811,000 3,811,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811,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085,000 8,085,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08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4,088,000 14,088,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4,088,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202-01
국내여비 23,724,000 23,724,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202-01
국내여비 23,724,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 3,5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301-12
기타보상금 7,920,000 7,9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301-12
기타보상금 7,92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의료 사업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700,000 7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7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750,000 2,75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75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 202-01
국내여비 1,300,000 1,3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 202-01
국내여비 1,30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000,000 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201-01
사무관리비 500,000 5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201-01
사무관리비 5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630,000 4,63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63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072,000 7,07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072,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2-02
월액여비 74,880,000 74,88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202-02
월액여비 74,88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9,600,000 39,6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9,6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00 97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진료기능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839,000 105,839,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839,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400,000 5,4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4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20,000,000 12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2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보건기관 물리치료 확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582,000 103,58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보건기관 물리치료 확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582,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305,000 7,305,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30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202-01
국내여비 4,440,000 4,44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202-01
국내여비 4,44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 2,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업소등 지도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20,000 1,32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2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2-01
국내여비 2,850,000 2,85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2-01
국내여비 2,85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1,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의약 및 마약류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814,000 3,814,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814,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1-01
시설비 3,790,965,900 3,790,965,9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1-01
시설비 3,790,965,9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1-02
감리비 50,000,000 50,000,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1-02
감리비 5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00 500,000,000

2021-01-13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000 24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60,000 96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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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202-01
국내여비 640,000 64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202-01
국내여비 64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2,600,000 2,6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2,6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3,300,000 3,3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3,3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000 100,000,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지도 점검 201-01
사무관리비 11,600,000 11,6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지도 점검 201-01
사무관리비 11,6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지도 점검 201-02
공공운영비 14,004,000 14,004,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지도 점검 201-02
공공운영비 14,004,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지도 점검 202-01
국내여비 5,259,000 5,259,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지도 점검 202-01
국내여비 5,259,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지도 점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5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지도 점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244,000 2,244,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244,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260,000 1,26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26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식중독 예방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710,000 2,71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식중독 예방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71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식중독 예방 사업 202-01
국내여비 1,411,000 1,411,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식중독 예방 사업 202-01
국내여비 1,411,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부정불량 식품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부정불량 식품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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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부정불량 식품 관리 202-01
국내여비 2,177,000 2,177,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부정불량 식품 관리 202-01
국내여비 2,177,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부정불량 식품 관리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00,000 7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부정불량 식품 관리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부정불량 식품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1,300,000 21,3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부정불량 식품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1,3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수거비)

201-01
사무관리비 4,704,000 4,704,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수거비)

201-01
사무관리비 4,704,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수거비)

202-01
국내여비 600,000 6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수거비)

202-01
국내여비 6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120,000 2,12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12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2,000,000 12,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2,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25,000,000 525,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25,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음식문화개선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684,000 5,684,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684,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음식문화개선 사업 202-01
국내여비 1,365,000 1,365,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202-01
국내여비 1,365,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음식문화개선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57,200,000 57,2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57,2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음식문화개선 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00 50,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먹거리타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 2,5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먹거리타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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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먹거리타운 활성화 202-01
국내여비 800,000 8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먹거리타운 활성화 202-01
국내여비 8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먹거리타운 활성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324,000 3,324,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먹거리타운 활성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324,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먹거리타운 활성화 307-06
보험금 150,000 15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먹거리타운 활성화 307-06
보험금 15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먹거리타운 활성화 401-01
시설비 12,000,000 12,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먹거리타운 활성화 401-01
시설비 12,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위생업소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83,000 6,883,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83,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위생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위생업소 관리 202-01
국내여비 1,000,000 1,0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202-01
국내여비 1,0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위생업소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6,600,000 6,6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6,6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202-01
국내여비 600,000 6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202-01
국내여비 6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206-01
재료비 200,000 2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206-01
재료비 2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관리 일반 201-01
사무관리비 3,900,000 3,90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관리 일반 201-01
사무관리비 3,900,000

보건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위생관리 일반 202-01
국내여비 5,170,000 5,170,000

2021-01-13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식품위생과 위생관리 일반 202-01
국내여비 5,170,000

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0,810,000 70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850,000 700,000



일반회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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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40,000 84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84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75,000 15,075,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75,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602,000 5,602,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602,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41,620,000 41,62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41,62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720,000 6,72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72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15,290,000 15,29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15,29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201-03
행사운영비 17,000,000 17,00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201-03
행사운영비 17,0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2,150,000 12,15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2,15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1-12
기타보상금 12,160,000 12,16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1-12
기타보상금 12,16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7-01
의료및구료비 5,600,000 5,60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307-01
의료및구료비 5,600,000

보건위생과

보건의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00 12,600,000

2021-01-11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도시보건지소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00

건강증진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480,000 36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610,000 360,000

건강증진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960,000 6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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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385,000 31,385,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385,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940,000 9,94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94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60,000 66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6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202-01
국내여비 9,450,000 9,45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202-01
국내여비 9,45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206-01
재료비 10,600,000 10,6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206-01
재료비 10,6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05,000 705,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05,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42,700,000 142,7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42,7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진드기매개질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 1,3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진드기매개질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진드기매개질환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54,038,000 54,038,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진드기매개질환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54,038,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07-01
의료및구료비 5,192,000 5,192,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07-01
의료및구료비 5,192,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00,000 3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에이즈 예방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1,200,000 1,2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에이즈 예방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1,2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 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3,040,000 13,04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에이즈 예방 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3,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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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성병 진단시약 구입 307-01
의료및구료비 3,476,000 3,476,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성병 진단시약 구입 307-01
의료및구료비 3,476,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350,000 3,35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35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206-01
재료비 138,900,000 138,9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206-01
재료비 138,9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900,000 9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9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301-12
기타보상금 140,000 14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301-12
기타보상금 14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57,000,000 557,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57,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역소독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 6,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680,000 35,68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68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역학조사 등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 2,4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역학조사 등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역학조사 등 201-02
공공운영비 140,000 14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역학조사 등 201-02
공공운영비 14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역학조사 등 202-01
국내여비 6,538,000 6,538,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역학조사 등 202-01
국내여비 6,538,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역학조사 등 307-01
의료및구료비 1,884,000 1,884,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역학조사 등 307-01
의료및구료비 1,884,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2,930,000 2,93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2,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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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9,416,000 19,416,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9,416,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307-01
의료및구료비 2,456,000 2,456,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307-01
의료및구료비 2,456,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5,712,000 15,712,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5,712,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기생충 퇴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 3,1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생충 퇴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기생충 퇴치사업 202-01
국내여비 300,000 3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생충 퇴치사업 202-01
국내여비 3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기생충 퇴치사업 301-12
기타보상금 900,000 9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생충 퇴치사업 301-12
기타보상금 9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기생충 퇴치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500,000 5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기생충 퇴치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5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사선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0,000 35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사선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방사선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821,000 13,821,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방사선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821,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0 7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150,000 7,15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15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455,000 455,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455,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94,852,000 94,852,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94,852,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 15,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553,000 14,553,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553,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40,000 2,04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4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000,000 8,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코로나19 대응 임시검사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임시검사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코로나19 대응 임시검사시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7,200,000 7,2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임시검사시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7,2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9,000 7,339,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9,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201-01
사무관리비 1,771,000 1,771,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201-01
사무관리비 1,771,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201-02
공공운영비 96,000 96,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201-02
공공운영비 96,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0,000 4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1-12
기타보상금 3,000,000 3,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1-12
기타보상금 3,00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7-01
의료및구료비 413,350,000 413,35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307-01
의료및구료비 413,35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지자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 2,000,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지자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



일반회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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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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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도 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249,082,000 249,082,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도 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249,082,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2,321,508,000 2,321,508,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2,321,508,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68,261,000 68,261,000

2021-01-14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68,261,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예방접종 등록 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9,066,000 49,066,000

2021-01-14 조직개편에 따른 팀 부서이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등록 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9,066,000

통합보건지원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 3,1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

통합보건지원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4,2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통합보건지원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000 1,2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000

통합보건지원과

기타

기본경비 401-01
시설비 27,000,000 27,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기본경비 401-01
시설비 27,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통합보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944,000 20,944,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통합보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944,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통합보건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9,698,000 59,698,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통합보건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9,698,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통합보건지원 202-01
국내여비 6,570,000 6,57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통합보건지원 202-01
국내여비 6,57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통합보건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1,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통합보건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42,236,000 42,236,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42,236,000



일반회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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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190,000 6,19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19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202-01
국내여비 4,720,000 4,72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202-01
국내여비 4,72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19,000,000 5,719,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19,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1,000,000 11,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1,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3,000,000 513,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3,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780,000 10,78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78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4,000,000 64,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4,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3,000,000 163,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3,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351,000 450,351,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351,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7,350,000 257,3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7,3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202-01
국내여비 4,640,000 4,64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202-01
국내여비 4,64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206-01
재료비 1,728,000 1,728,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206-01
재료비 1,728,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200,000 1,2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2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8,000,000 8,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8,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70,350,000 70,3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70,3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난임부부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72,700,000 172,7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난임부부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72,7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12,000 34,012,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12,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307-05
민간위탁금 1,480,000 1,48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307-05
민간위탁금 1,48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0 1,2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27,000,000 27,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27,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한방난임 치료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5,120,000 15,12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한방난임 치료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5,12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3,000,000 33,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3,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3,000,000 3,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3,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307-01
의료및구료비 4,000,000 4,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307-01
의료및구료비 4,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307-01
의료및구료비 2,084,000 2,084,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307-01
의료및구료비 2,084,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영유아 건강검진(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22,000 1,722,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영유아 건강검진(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22,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 1,2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35,880,000 35,88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35,88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73,000 6,673,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예방접종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73,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950,000 1,9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예방접종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9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6,000 96,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예방접종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6,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1,600,000 1,6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예방접종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1,6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6,000,000 516,0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6,0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345,000 7,345,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345,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1,031,000 21,031,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1,031,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2-01
국내여비 6,160,000 6,16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202-01
국내여비 6,16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000 8,5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진료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1,920,000 1,92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진료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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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진료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9,950,000 9,9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진료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9,9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455,000 455,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임상병리실 운영 202-01
국내여비 455,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임상병리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69,009,000 69,009,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임상병리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69,009,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물리치료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2,405,000 2,405,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물리치료실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2,405,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784,000 4,784,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784,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947,000 17,947,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947,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2-01
국내여비 3,360,000 3,36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광영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202-01
국내여비 3,36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750,000 5,75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건강생활실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75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사업 206-01
재료비 2,800,000 2,80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건강생활실천사업 206-01
재료비 2,80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070,000 1,07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건강생활실천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070,000

통합보건지원과

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2,820,000 12,820,000

2021-01-13 부서명 변경

통합보건과 건강생활실천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2,820,000

아동친화도시과

기타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0,000 610,000

2021-01-12 업무이관에따른 이체(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0,000 610,000

아동친화도시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0,000 2,700,000

2021-01-12 업무이관에따른 이체(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2,70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3,507,000 373,507,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3,507,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3,0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06
보험금 4,200,000 4,2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06
보험금 4,2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00,680,000 1,300,68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00,68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800,000 7,8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8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65,520,000 65,52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65,52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2,768,000 102,768,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2,768,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0,754,000 90,754,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0,754,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78,800,000 478,8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78,8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행사 추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00 10,0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행사 추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0,000 40,0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0,000

아동친화도시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200,000 25,200,000

2021-01-14 지역아동센터 업무이관(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20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7,740,000 17,74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68,000 17,74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6,547,000 6,547,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6,547,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048,000 2,048,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60,000 2,048,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510,000 51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51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 60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60,000 560,000

2021-01-2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6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401-01
시설비 22,500,000 22,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401-01
시설비 22,5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401-03
시설부대비 243,000 243,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401-03
시설부대비 243,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산림형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119,000,000 119,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산림형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119,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산림형공원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929,000 929,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산림형공원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929,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681,000 166,681,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681,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500,000 1,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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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320,000,000 32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32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2,088,000 2,088,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2,088,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자연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0,000,000 11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자연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자연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792,000 792,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자연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792,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4,000,000 14,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206-01
재료비 14,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6,000,000 16,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6,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173,000 173,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401-03
시설부대비 173,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250,000 7,25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25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206-01
재료비 5,000,000 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206-01
재료비 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401-01
시설비 53,500,000 53,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 401-01
시설비 53,5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446,000 93,446,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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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000,000 17,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7,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206-01
재료비 22,500,000 22,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206-01
재료비 22,5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401-01
시설비 405,000,000 40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401-01
시설비 40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916,000 2,916,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916,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3,570,000 23,57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3,57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40,720,000 140,72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40,72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202-01
국내여비 4,700,000 4,7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202-01
국내여비 4,7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00 6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206-01
재료비 5,000,000 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206-01
재료비 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 1,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00 4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00 3,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공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환경숲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99,100,000 99,1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공원과 생활환경숲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99,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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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환경숲 조성(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900,000 9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공원과 생활환경숲 조성(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9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2,600,000 4,860,000

2021-01-18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86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27,560,000 21,013,000

2021-01-18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21,013,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048,000 1,0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0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2,040,000 1,53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 1,53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000 1,8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000 60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00

공원녹지과

기타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 640,000

2021-01-18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시설비 6,592,000,000 6,592,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시설비 6,592,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시설비 217,543,440 217,543,440

2021-01-19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시설비 217,543,44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4,000,000 4,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4,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명상숲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60,000,000 6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명상숲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6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250,000 42,25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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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주민 참여숲 조성 401-01
시설비 298,000,000 298,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주민 참여숲 조성 401-01
시설비 298,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주민 참여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2,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주민 참여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00,000 32,1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600,000 9,6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6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202-01
국내여비 2,400,000 2,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202-01
국내여비 2,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206-01
재료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206-01
재료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꽃잔디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440,000 1,44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꽃잔디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44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100,000 50,1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1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448,000 2,448,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448,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202-01
국내여비 2,400,000 2,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202-01
국내여비 2,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206-01
재료비 32,500,000 32,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206-01
재료비 3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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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장미동산 관리 401-01
시설비 5,000,000 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장미동산 관리 401-01
시설비 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99,400,000 99,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99,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600,000 6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6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스마트가든 조성 401-01
시설비 179,200,000 179,2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스마트가든 조성 401-01
시설비 179,2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스마트가든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800,000 8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스마트가든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8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정원)

401-01
시설비 996,000,000 996,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정원)

401-01
시설비 996,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정원)

401-03
시설부대비 4,000,000 4,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정원)

401-03
시설부대비 4,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6,000,000 6,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6,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숲정원 관리단 운영 202-01
국내여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도시숲정원 관리단 운영 202-01
국내여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숲정원 관리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3,000,000 9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도시숲정원 관리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명품가로숲길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178,710,000 178,71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전환사업) 401-01
시설비 178,71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명품가로숲길 조성(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290,000 1,29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29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000 7,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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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800,000 7,8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8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000,000 1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202-01
국내여비 4,000,000 4,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202-01
국내여비 4,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206-01
재료비 8,900,000 8,9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206-01
재료비 8,9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 1,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0 15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80,000 1,08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8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가로수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200,000 32,2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가로수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2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림 관리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41,978,000 1,841,978,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도시림 관리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41,978,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8,980,000 38,98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8,98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4,800,000 24,8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4,8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6-01
재료비 6,900,000 6,9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녹지과 도시림 관리단 운영 206-01
재료비 6,9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1-01
시설비 198,560,000 198,56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1-01
시설비 198,560,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1,440,000 1,44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1,44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나무은행 운영(전환사업) 401-01
시설비 39,568,000 39,568,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나무은행 운영(전환사업) 401-01
시설비 39,568,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나무은행 운영(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432,000 432,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나무은행 운영(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432,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솔밭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 1,1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솔밭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솔밭섬 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 15,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솔밭섬 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400,000 7,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202-01
국내여비 3,000,000 3,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202-01
국내여비 3,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 4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206-01
재료비 10,500,000 10,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206-01
재료비 10,5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500,000 5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5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401-01
시설비 220,000,000 220,0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401-01
시설비 22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584,000 1,584,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584,000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녹지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0 1,100,000

2021-01-19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

녹지과 녹지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21,906,322,000 21,906,322,000

환경과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704-01
예탁금 21,906,322,000 21,906,322,000

2021-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704-01
예탁금 21,906,32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