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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수량 414 49 - - 5 54 4 - - 3 7 461 

금액 2,775,085,860 397,840,090 - - 396,281,310 794,121,400 57,117,200 - - 5,650,000 62,767,200 3,506,440,060 

수량 7 1 1 2 2 6 

금액 156,904,230 31,757,890 31,757,890 25,827,000 25,827,000 162,835,120 

수량 12 2 2 2 2 12 

금액 215,305,160 25,067,260 25,067,260 31,290,200 31,290,200 209,082,220 

수량 1 1 1 - 2 

금액 127,662,730 147,592,130 147,592,130 - 275,254,860 

수량 4 - - 4 

금액 6,500,000 - - 6,500,000 

수량 2 - - 2 

금액 815,310 - - 815,310 

수량 8 - - 8 

금액 201,725,170 - - 201,725,170 

수량 1 - - 1 

금액 1,861,000 - - 1,861,000 

7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물품 증·감 실적

합  계

단위 정수
내용
연한

구분
당해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일반승용차

4

251015023

6대키폰주장치43191598

251015032

74대버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506,440,060원으로

1. 증감현황

   * 신규 취득 등 794,121,400원

1대

108대구내교환장비

9

432228057

451117055

73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251015076

107대대중방송용장비

Ⅵ.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 25101501 미니버스 대 2 7

   * 매각, 폐기 등 62,767,2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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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물품 증·감 실적

단위 정수
내용
연한

구분
당해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수량 23 1 1 - 24 

금액 450,228,170 80,563,750 80,563,750 - 530,791,920 

수량 30 10 10 - 40 

금액 148,197,360 42,213,140 42,213,140 - 190,410,500 

수량 3 1 1 - 4 

금액 67,849,790 6,210,030 6,210,030 - 74,059,820 

수량 22 8 8 - 30 

금액 50,198,090 33,227,990 33,227,990 - 83,426,080 

수량 2 - - 2 

금액 3,656,000 - - 3,656,000 

수량 19 2 2 - 21 

금액 60,301,660 3,273,820 3,273,820 - 63,575,480 

수량 9 - - 9 

금액 29,251,300 - - 29,251,300 

수량 6 - - 6 

금액 2,580,000 - - 2,580,000 

수량 22 - - 22 

금액 134,633,560 - - 134,633,560 

수량 3 - - 3 

금액 20,760,000 - - 20,760,000 

수량 4 - - 4 

금액 3,670,000 - - 3,670,000 
915대

건조캐비닛
또는오븐

3912101116

4111540617

4110451018

109대무정전전원장치

1018대분광광도계

632대
디지털

비디오레코더
5216154515

4511180512

4511161613

4512151614

727대비디오프로젝터

대
디지탈캠코더

또는비디오카메라
930

1010

929대비디오편집기

911대열펌프4010180611

525대복사기44101501

대화물트럭251016118

대항온항습기4010171510

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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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물품 증·감 실적

단위 정수
내용
연한

구분
당해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수량 2 - - 2 

금액 19,100,000 - - 19,100,000 

수량 16 1 1 - 17 

금액 53,129,000 3,000,000 3,000,000 - 56,129,000 

수량 4 - - 4 

금액 4,830,000 - - 4,830,000 

수량 2 - - 2 

금액 12,500,000 - - 12,500,000 

수량 1 - - 1 

금액 2,125,000 - - 2,125,000 

수량 45 5 5 3 3 47 

금액 86,904,740 6,796,820 6,796,820 5,650,000 5,650,000 88,051,560 

수량 141 16 16 - 157 

금액 298,469,380 15,763,260 15,763,260 - 314,232,640 

수량 4 1 1 2 - 6 

금액 6,957,000 2,374,000 20,252,000 22,626,000 - 29,583,000 

수량 21 4 4 - 25 

금액 608,971,210 376,029,310 376,029,310 - 985,000,520 

831

536대컴퓨터서버4321150127

대보안용카메라

4321150324

4010178725

4617161026

522대노트북컴퓨터

812대냉난방기

828대실물화상기4511181023

4228150820

4110390121

4111170322

1014대미량원심분리기

대실체현미경 1016

1021대
고압증기멸균기

또는소독기

1013대실험용세척기41103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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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4         2,775,085,860      54        794,121,400        7       62,767,200      47        731,354,200     461         3,506,440,060

구매/매각      49        397,840,090        4       57,117,200      45        340,722,890      45           340,722,890

관리전환

양여

기타
(정수물품변경)

       5        396,281,310        3         5,650,000        2        390,631,310        2           390,631,310

2. 증감사유별 내역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말
보유액

증 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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