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예산이용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이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17건 42,513,233,000 42,513,233,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7,442,237,000 633,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3,802,755,000 633,0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688,025,000 87,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435,755,000 87,0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98,380,000 19,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522,755,000 19,0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431,540,000 35,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7,772,301,000 35,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
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55,113,000 11,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568,968,000 11,0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1,539,051,000 116,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3,686,755,000 116,0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82,628,000 20,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7,724,301,000 20,0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8,478,000 1,4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6,200,000 1,4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79,678,000 11,2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204-02
직급보조비 697,920,000 11,2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81,578,000 1,9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1,400,000 1,900,000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7,078,000 1,1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
획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72,224,000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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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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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아동복지센터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5,978,000 4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00,000 400,000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07,997,000 65,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에 따른 조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인건비 101-01
보수 6,809,237,000 65,0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34,640,000 1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075,005,000 10,0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2,591,951,000 3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601,025,000 30,0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65,237,000 3,2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잔여액 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210,013,000 3,2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462,158,000 34,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570,755,000 34,0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3,032,151,000 440,2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1
보수 13,869,422,000 440,2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428,158,000 3,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아동복지센터 인건비 101-01
보수 1,424,251,000 3,000,000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타

인건비 307-07
연금지급금 3,360,000 1,2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일괄 조정

아동복지센터 인건비 101-01
보수 1,423,051,000 1,200,000

농업기술센터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315,724,000 22,500,000

2010-11-11 인건비 과부족 일괄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3,927,665,000 22,500,000

농업기술센터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51,060,000 1,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일괄 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18,953,000 1,000,000

농업기술센터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293,224,000 7,4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일괄 조정

대변인 언론행정담당관 인력운영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600,000 7,400,000

농업기술센터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348,224,000 32,500,000

2010-11-11 인건비 과부족 일괄조정

품질시험소 총무과 인건비 101-01
보수 2,578,330,000 3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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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희망키움통장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34,231,000 166,330,000

2010-11-03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를 위한 특별자활사업 
확대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5,156,680,000 166,33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350,880,000 80,000,000

2010-11-03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를 위한 특별자활사업 
확대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5,323,010,000 80,0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2
직급보조비 578,920,000 8,200,000

2010-11-16 부족한 은평병원 인건비 이용

은평병원 원무과 인건비 및 수당 204-02
직급보조비 364,980,000 8,2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13,876,061,000 680,000,000

2010-11-16 부족한 재무과 통합인건비로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1,750,755,000 680,0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기타

인건비 및 수당 303-02
성과상여금 801,374,000 13,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여유분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7,744,301,000 13,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7,952,621,000 3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911,145,000 30,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2
직급보조비 423,220,000 2,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087,005,000 2,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307-07
연금지급금 25,864,000 2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089,005,000 20,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8,106,621,000 154,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94,319,000 154,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8,595,621,000 307,0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3,129,755,000 307,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2
기타직보수 2,372,394,000 210,0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919,755,000 210,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2
직급보조비 458,220,000 35,0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884,755,000 35,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5,000,000 10,0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874,755,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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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300,000 5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408,000 5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8,000,000 7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품질시험소 총무과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000 7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800,000 2,800,000

2010-11-17 과부족 조정계획에 의거

품질시험소 총무과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01,640,000 2,8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7,600,000 1,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109,005,000 1,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307-07
연금지급금 121,878,000 4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110,005,000 40,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90,077,000 65,000,000

2010-12-23
서북병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의 변경(예산이용)

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1,227,035,000 65,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7,208,016,000 34,000,000

2010-11-17
인건비 과부족 조정[재무과(통합인건비) 보수
로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840,755,000 34,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2
기타직보수 2,767,386,000 84,000,000

2010-11-26 재무과(통합인건비) 보수로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5,146,755,000 84,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9,687,415,000 25,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150,005,000 25,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303-02
성과상여금 607,330,000 4,093,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액 조정

어린이병원 원무과 인건비 및 수당 303-02
성과상여금 459,244,000 4,093,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303-02
성과상여금 603,237,000 12,814,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액 조정

은평병원 원무과 인건비 및 수당 303-02
성과상여금 389,607,000 12,814,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2
기타직보수 3,248,416,000 170,000,000

2010-11-17 재무과(통합인건비) 보수로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670,755,000 170,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9,703,415,000 16,000,000

2010-11-17 도로사업소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인건비(도로교통사업소 6개소)
204-02
직급보조비 986,280,000 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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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10,933,415,000 892,500,000

2010-11-17 도로사업소 보수 부족분 보전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인건비(도로교통사업소 6개소)
101-01
보수 25,618,821,000 892,5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10,040,915,000 5,000,000

2010-11-17 도로사업소 기타직보수 부족분 보전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인건비(도로교통사업소 6개소)
101-02
기타직보수 2,339,820,000 5,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1
보수 10,035,915,000 332,500,000

2010-11-17 도로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보전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인건비(도로교통사업소 6개소)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716,239,000 332,500,000

서북병원 원무과

기타

인건비 및 수당 101-02
기타직보수 3,078,416,000 2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296,666,000 20,000,000

차량정비센터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79,860,000 2,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085,005,000 2,000,000

차량정비센터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2,326,406,000 29,000,000

2010-11-23 인건비 과부족액 기관간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541,755,000 29,000,000

차량정비센터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20,871,000 13,1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잔여액 타기관 이용

시립미술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124,284,000 13,100,000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49,820,000 2,400,000

2010-11-15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68,840,000 2,400,000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기타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77,953,000 59,000,000

2010-11-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8,532,768,000 59,000,000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215,930,000 14,000,000

2010-02-24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8,825,301,000 14,000,000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231,936,000 9,000,000

2010-02-24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8,839,301,000 9,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3,345,000 5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북병원 원무과 인건비 및 수당 307-07
연금지급금 8,053,000 5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7,995,159,000 18,0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3,950,165,000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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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8,350,159,000 355,000,000

2010-11-24 인건비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604,755,000 355,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371,640,000 18,000,000

2010-11-24 인건비 부족분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959,755,000 18,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426,879,000 6,000,000

2010-02-24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8,848,301,000 6,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353,640,000 1,0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101-01
보수 276,146,959,000 1,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4,445,000 1,1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36,600,000 1,100,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건비(통합편성) 101-02
기타직보수 11,520,574,000 189,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108,030,000 189,000,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건비(통합편성) 101-02
기타직보수 11,331,574,000 15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101-01
보수 273,705,959,000 150,000,000

재무국 세무과

기타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400,000 3,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175,005,000 3,000,000

재무국 세무과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75,390,000 61,000,000

2010-12-15 인겅비 과부족 조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101-01
보수 273,855,959,000 61,000,000

행정국 행정과

기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08-08
기타부담금 35,051,601,000 5,200,000,000

2010-11-14 통합인건비 부족분 이용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56,371,755,000 5,200,000,000

공무원수련원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714,117,000 85,000,000

2010-11-17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이용

품질시험소 총무과 인건비 101-01
보수 2,610,830,000 85,000,000

공무원수련원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3,940,000 1,300,000

2010-11-17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이용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지원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6,952,000 1,300,000

품질시험소 총무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39,093,000 3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488,95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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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일반
지원)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1,186,904,000 8,295,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5,230,755,000 8,295,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일반
지원)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2,891,904,000 1,620,000,000

2010-12-15 인건비 과부족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101-01
보수 273,926,959,000 1,62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일반
지원)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3,086,812,000 1,899,908,000

2010-11-25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행정국 인사과 통합 연금부담금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297,406,000 1,899,908,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일반
지원)

701-01
기타회계전출금 50,000,000,000 16,913,188,000

2010-10-28 일반회계 4분기 통합연금부담금 부족분 이용

행정국 인사과 통합 연금부담금 304-01
연금부담금 69,036,789,000 16,913,188,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71,000,000 20,000,000

2010-11-24 인건비 부족분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5,126,755,000 20,0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9,304,050,000 149,000,000

2010-11-24 인건비 부족분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4,977,755,000 149,0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3,493,273,000 41,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303-02
성과상여금 925,307,000 41,0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3,510,273,000 17,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303-02
성과상여금 802,872,000 17,0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9,171,550,000 3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기술심사담당관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704,000 3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13,452,273,000 18,5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265,317,000 18,5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9,171,250,000 18,0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품질시험소 총무과 인건비 101-01
보수 2,695,830,000 18,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2
기타직보수 689,987,000 108,500,000

2010-11-12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802,645,000 108,5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204-02
직급보조비 592,060,000 5,200,000

2010-11-12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400,000 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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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204-02
직급보조비 592,660,000 600,000

2010-11-12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600,000 6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204-02
직급보조비 627,060,000 34,400,000

2010-11-12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1
보수 4,040,605,000 34,4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2
기타직보수 578,587,000 2,700,000

2010-11-12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200,000 2,7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2
기타직보수 581,487,000 2,900,000

2010-11-12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48,140,000 2,9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1
보수 14,997,732,000 665,000,000

2010-11-12 한강사업본부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46,463,000 665,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8,600,000 10,000,000

2010-11-12 한강사업본부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2
기타직보수 4,977,491,000 1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2
기타직보수 569,987,000 10,000,000

2010-12-15 도로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이용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인건비(도로교통사업소 6개소)
101-01
보수 26,511,321,000 1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1
보수 14,332,732,000 52,000,000

2010-12-15 차량정비센터 인건비 부족분 이용

차량정비센터 인건비 101-01
보수 2,297,406,000 52,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204-02
직급보조비 586,860,000 3,000,000

2010-12-15 차량정비센터 인건비 부족분 이용

차량정비센터 인건비 101-01
보수 2,349,406,000 3,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건비(도시기반시설본부) 101-02
기타직보수 575,887,000 5,900,000

2010-11-12 식품안전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이용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인건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48,000 5,9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5,133,977,000 41,000,000

2010-11-15 인건비통합재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1,571,755,000 41,0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419,553,000 44,000,000

2010-11-15 인건비 일괄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1,612,755,000 44,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9,600,000 33,000,000

2010-11-15 인건비과부족일괄재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1,656,755,000 33,000,000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이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단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582,540,000 61,000,000

2010-11-15 인건비과부족 일괄재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1,689,755,000 61,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409,419,000 11,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7,761,301,000 11,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307-07
연금지급금 193,200,000 10,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 조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101-01
보수 273,916,959,000 1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2,486,209,000 7,000,000

2010-11-05 인건비 과부족 조정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37,465,000 7,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2,479,209,000 71,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조정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316,666,000 71,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205,704,000 4,000,000

2010-02-23 성과상여금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7,757,301,000 4,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754,666,000 458,000,000

2010-11-16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2
기타직보수 4,987,491,000 458,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630,968,000 62,000,000

2010-11-16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2
기타직보수 5,445,491,000 62,00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087,054,000 5,000,000

20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31,953,000 5,00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358,054,000 240,000,000

2010-11-16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62,430,755,000 24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타

인력운영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8,200,000 10,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19,953,000 1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514,740,000 2,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 조정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29,953,000 2,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9,579,014,000 10,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 조정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
과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96,998,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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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9,637,014,000 58,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분 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911,463,000 58,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9,905,014,000 268,000,000

2010-12-15 인건비과부족조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인건비(한강사업본부) 101-01
보수 14,309,622,000 26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