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부서: 예천읍
정책: 예천읍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예천읍 2,521,619 2,381,114 140,505

예천읍 사업경비 1,255,409 1,109,038 146,371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1,255,409 1,109,038 146,37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4,600 699,600 1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4,600 699,600 155,000

01 시설비 851,600 696,600 155,000

  ○동본2리(원골) 진입로 확장(150m)                30,000                  0           30,000

  ○갈구2리 진입로 확장(200m)                30,000                  0           30,000

  ○우계리 배수로 정비(300m)                30,000                  0           30,000

  ○고평1리(장판들) 배수로 정비(250m)                25,000                  0           25,000

  ○용산2리 진입로 정비(150m)                20,000                  0           20,000

  ○우계리 진입로 정비(150m)                20,000                  0           20,000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126,342 127,242 △900

301 일반보상금 116,342 117,242 △900

10 행사실비보상금 5,972 6,872 △9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900                  0            △900  -9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249,467 257,196 △7,729

201 일반운영비 111,376 112,976 △1,600

01 사무관리비 12,300 13,900 △1,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600                  0          △1,600  -1,600,000원

206 재료비 32,848 36,720 △3,872

01 재료비 32,848 36,720 △3,87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872                  0          △3,872  -3,8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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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예천읍
정책: 예천읍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2,900 3,500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2,900 3,5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3,343 15,000 △1,65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343 15,000 △1,657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657                  0          △1,657  -1,657,000원

행정운영경비(예천읍) 1,266,210 1,272,076 △5,866

인력운영비(예천읍) 1,091,047 1,091,643 △596

인력운영비 1,091,047 1,091,643 △596

203 업무추진비 11,324 11,920 △596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64 1,120 △56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6                  0             △56  -56,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0                  0            △210  -210,000원

기본경비(예천읍) 175,163 180,433 △5,270

기본경비 175,163 180,433 △5,270

201 일반운영비 83,633 86,233 △2,600

01 사무관리비 30,108 32,708 △2,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600                  0          △2,600  -2,600,000원

202 여비 79,930 80,600 △670

01 국내여비 12,730 13,40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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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예천읍
정책: 행정운영경비(예천읍)
단위: 기본경비(예천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70                  0            △670  -670,000원

405 자산취득비 11,600 13,60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00 13,600 △2,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0                  0          △2,000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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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문면
정책: 용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용문면 916,548 802,392 114,156

용문면 사업경비 651,963 533,369 118,594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651,963 533,369 118,59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38,000 328,000 1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38,000 328,000 110,000

01 시설비 436,000 326,000 110,000

  ○노사2리(앞들) 교량 설치                30,000                  0           30,000

  ○사부1리(솔고개) 농로포장(150m)                20,000                  0           20,000

  ○하학리(하학1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150m)                30,000                  0           30,000

  ○제곡 친환경작업장 포장(1,200㎡)                30,000                  0           30,000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청사환경 관리 15,000 0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 0 15,000

01 시설비 15,000 0 15,000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15,000                  0           15,000  15,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101,712 103,048 △1,336

201 일반운영비 2,700 3,000 △300

01 사무관리비 2,700 3,000 △3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00                  0            △300  -300,000원

301 일반보상금 94,512 95,048 △536

10 행사실비보상금 4,832 5,368 △536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36                  0            △536  -536,000원

307 민간이전 4,500 5,000 △500

04 민간행사보조 4,500 5,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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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문면
정책: 용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97,251 102,321 △5,070

201 일반운영비 26,710 27,220 △510

01 사무관리비 4,590 5,100 △5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10                  0            △510  -510,000원

301 일반보상금 5,040 5,600 △560

10 행사실비보상금 5,040 5,600 △56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60                  0            △560  -560,000원

405 자산취득비 36,000 40,00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0 40,000 △4,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000                  0          △4,000  -4,000,000원

행정운영경비(용문면) 264,585 269,023 △4,438

인력운영비(용문면) 167,125 167,635 △510

인력운영비 167,125 167,635 △510

203 업무추진비 9,690 10,200 △51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0 600 △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0                  0             △30  -30,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용문면) 97,460 101,388 △3,928

기본경비 97,460 101,388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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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문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용문면)
단위: 기본경비(용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43,938 45,788 △1,850

01 사무관리비 17,638 19,488 △1,8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850                  0          △1,850  -1,850,000원

202 여비 42,270 42,600 △330

01 국내여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405 자산취득비 11,252 13,000 △1,74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252 13,000 △1,74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748                  0          △1,748  -1,7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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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리면
정책: 상리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상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상리면 625,960 633,020 △7,060

상리면 사업경비 398,693 401,445 △2,752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상리면) 398,693 401,445 △2,752

자치활동 지원 44,130 44,330 △200

301 일반보상금 37,130 37,330 △200

10 행사실비보상금 2,480 2,68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44,563 47,115 △2,552

201 일반운영비 13,108 14,000 △892

01 사무관리비 5,388 6,280 △89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892                  0            △892  -892,000원

206 재료비 11,200 12,700 △1,500

01 재료비 11,200 12,700 △1,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0                  0          △1,500  -1,500,000원

405 자산취득비 840 1,000 △1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40 1,000 △16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60                  0            △160  -160,000원

행정운영경비(상리면) 227,267 231,575 △4,308

인력운영비(상리면) 130,849 131,357 △508

인력운영비 130,849 131,357 △508

203 업무추진비 9,652 10,160 △50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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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리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상리면)
단위: 인력운영비(상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2 560 △2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8                  0             △28  -28,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상리면) 96,418 100,218 △3,800

기본경비 96,418 100,218 △3,800

201 일반운영비 41,696 43,118 △1,422

01 사무관리비 18,196 19,618 △1,42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422                  0          △1,422  -1,422,000원

202 여비 44,100 45,100 △1,000

01 국내여비 4,500 5,500 △1,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0                  0          △1,000  -1,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0,622 12,000 △1,37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622 12,000 △1,37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378                  0          △1,378  -1,3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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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하리면
정책: 하리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하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하리면 669,551 675,390 △5,839

하리면 사업경비 455,118 457,618 △2,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하리면) 455,118 457,618 △2,500

자치활동 지원 62,168 63,168 △1,000

301 일반보상금 57,168 58,168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2,688 3,688 △1,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0                  0          △1,000  -1,0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46,950 48,450 △1,500

201 일반운영비 23,450 24,950 △1,500

01 사무관리비 4,600 6,100 △1,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0                  0          △1,500  -1,500,000원

행정운영경비(하리면) 214,433 217,772 △3,339

인력운영비(하리면) 130,916 131,424 △508

인력운영비 130,916 131,424 △508

203 업무추진비 9,652 10,160 △50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2 560 △2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8                  0             △28  -28,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하리면) 83,517 86,348 △2,831

- 9 -



부서: 하리면
정책: 행정운영경비(하리면)
단위: 기본경비(하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본경비 83,517 86,348 △2,831

202 여비 36,269 39,100 △2,831

01 국내여비 4,800 5,500 △7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700                  0            △700  -700,000원

02 월액여비 31,469 33,600 △2,131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31                  0          △2,131  -2,1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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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천면
정책: 감천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감천면 866,639 845,204 21,435

감천면 사업경비 580,044 553,344 26,7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580,044 553,344 26,7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8,000 388,00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8,000 388,000 30,000

01 시설비 416,000 386,000 30,000

  ○포1리(토일) 배수로 설치(100m)                15,000                  0           15,000

  ○진평3리(마을앞) 배수로 설치(100m)                15,000                  0           15,000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109,494 111,494 △2,000

201 일반운영비 2,000 3,000 △1,000

01 사무관리비 1,500 2,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03 행사운영비 500 1,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02,494 103,494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4,704 5,704 △1,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0                  0          △1,000  -1,0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52,550 53,850 △1,300

201 일반운영비 19,170 19,470 △300

01 사무관리비 4,750 5,050 △3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00                  0            △300  -300,000원

206 재료비 9,500 10,000 △500

01 재료비 9,500 10,000 △500

- 11 -



부서: 감천면
정책: 감천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500 2,000 △500

10 행사실비보상금 1,500 2,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행정운영경비(감천면) 286,595 291,860 △5,265

인력운영비(감천면) 177,300 177,872 △572

인력운영비 177,300 177,872 △572

203 업무추진비 10,868 11,440 △572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8 640 △3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2                  0             △32  -32,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0                  0            △210  -210,000원

기본경비(감천면) 109,295 113,988 △4,693

기본경비 109,295 113,988 △4,693

201 일반운영비 42,929 43,188 △259

01 사무관리비 19,829 20,088 △259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59                  0            △259  -259,000원

202 여비 44,000 45,000 △1,000

01 국내여비 5,600 6,600 △1,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0                  0          △1,000  -1,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22,366 25,800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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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천면
정책: 행정운영경비(감천면)
단위: 기본경비(감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366 25,800 △3,434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434                  0          △3,434  -3,4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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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문면
정책: 보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문면 779,900 736,238 43,662

보문면 사업경비 510,811 463,151 47,66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510,811 463,151 47,66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5,000 335,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5,000 335,000 50,000

01 시설비 383,000 333,000 50,000

  ○산성리(학교옆) 농로포장(300m)                30,000                  0           30,000

  ○간방2리(문현지밑) 농로포장(150m)                20,000                  0           20,000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85,106 85,706 △600

301 일반보상금 80,106 80,706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4,096 4,696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34,705 36,445 △1,740

201 일반운영비 15,500 16,100 △600

01 사무관리비 4,500 5,1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206 재료비 2,100 3,000 △900

01 재료비 2,100 3,000 △9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900                  0            △900  -9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350 1,500 △150

10 행사실비보상금 1,350 1,5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405 자산취득비 410 5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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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문면
정책: 보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0 500 △9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90                  0             △90  -90,000원

행정운영경비(보문면) 269,089 273,087 △3,998

인력운영비(보문면) 173,561 174,069 △508

인력운영비 173,561 174,069 △508

203 업무추진비 9,652 10,160 △50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2 560 △2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8                  0             △28  -28,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보문면) 95,528 99,018 △3,490

기본경비 95,528 99,018 △3,490

201 일반운영비 48,678 51,418 △2,740

01 사무관리비 27,478 30,218 △2,74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740                  0          △2,740  -2,740,000원

202 여비 42,250 42,600 △350

01 국내여비 6,250 6,600 △3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50                  0            △350  -350,000원

405 자산취득비 4,600 5,000 △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 5,000 △4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00                  0            △400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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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호명면
정책: 호명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호명면 861,932 805,614 56,318

호명면 사업경비 598,593 539,343 59,25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598,593 539,343 59,25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1,000 366,000 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1,000 366,000 55,000

01 시설비 419,000 364,000 55,000

  ○금능2리(승골) 배수로 정비(250m)                25,000                  0           25,000

  ○오천리(솔지실들) 배수로 정비(120m)                30,000                  0           30,000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청사환경 관리 59,600 52,600 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9,600 52,600 7,000

01 시설비 59,600 52,600 7,000

  ○면사무소 수도시설 보수 공사                 7,000                  0            7,000  7,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82,258 82,858 △600

301 일반보상금 77,258 77,858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3,928 4,528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35,735 37,885 △2,150

201 일반운영비 17,160 17,760 △600

01 사무관리비 4,500 5,1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206 재료비 2,100 3,000 △900

01 재료비 2,100 3,000 △9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900                  0            △900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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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호명면
정책: 호명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1,050 1,500 △450

10 행사실비보상금 1,050 1,500 △4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50                  0            △450  -450,000원

405 자산취득비 800 1,000 △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 1,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행정운영경비(호명면) 263,339 266,271 △2,932

인력운영비(호명면) 171,911 172,483 △572

인력운영비 171,911 172,483 △572

203 업무추진비 10,868 11,440 △572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8 640 △3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2                  0             △32  -32,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0                  0            △210  -210,000원

기본경비(호명면) 91,428 93,788 △2,360

기본경비 91,428 93,788 △2,360

201 일반운영비 39,288 40,588 △1,300

01 사무관리비 18,188 19,488 △1,3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300                  0          △1,300  -1,300,000원

202 여비 44,670 45,000 △330

01 국내여비 6,270 6,6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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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호명면
정책: 행정운영경비(호명면)
단위: 기본경비(호명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405 자산취득비 7,470 8,200 △73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470 8,200 △7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730                  0            △730  -7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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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천면
정책: 유천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유천면 721,181 732,391 △11,210

유천면 사업경비 448,307 457,307 △9,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448,307 457,307 △9,000

자치활동 지원 93,352 93,852 △500

301 일반보상금 88,352 88,852 △500

10 행사실비보상금 4,532 5,032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81,955 90,455 △8,500

201 일반운영비 27,080 32,580 △5,500

01 사무관리비 4,900 5,4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03 행사운영비 5,000 10,000 △5,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0                  0          △5,000  -5,000,000원

206 재료비 2,500 3,000 △500

01 재료비 2,500 3,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500 2,000 △500

10 행사실비보상금 1,500 2,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405 자산취득비 38,500 40,50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500 40,500 △2,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0                  0          △2,000  -2,000,000원

행정운영경비(유천면) 272,874 275,08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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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천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유천면)
단위: 인력운영비(유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인력운영비(유천면) 173,686 174,196 △510

인력운영비 173,686 174,196 △510

203 업무추진비 9,690 10,200 △51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20 3,000 △18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80                  0            △180  -180,000원

기본경비(유천면) 99,188 100,888 △1,700

기본경비 99,188 100,888 △1,700

201 일반운영비 45,388 45,888 △500

01 사무관리비 21,988 22,488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202 여비 44,400 45,000 △600

01 국내여비 6,000 6,6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405 자산취득비 9,400 10,000 △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400 10,0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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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궁면
정책: 용궁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용궁면 893,970 902,464 △8,494

용궁면 사업경비 567,944 574,130 △6,186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567,944 574,130 △6,186

자치활동 지원 79,774 80,910 △1,136

201 일반운영비 800 1,000 △200

01 사무관리비 800 1,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301 일반보상금 74,474 74,910 △436

10 행사실비보상금 3,924 4,360 △436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36                  0            △436  -436,000원

307 민간이전 4,500 5,000 △500

04 민간행사보조 4,500 5,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26,170 131,220 △5,050

201 일반운영비 51,290 53,400 △2,110

01 사무관리비 12,990 15,100 △2,1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10                  0          △2,110  -2,110,000원

206 재료비 12,860 15,400 △2,540

01 재료비 12,860 15,400 △2,54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540                  0          △2,540  -2,540,000원

301 일반보상금 1,800 2,000 △200

10 행사실비보상금 1,800 2,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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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궁면
정책: 용궁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800 1,000 △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 1,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행정운영경비(용궁면) 326,026 328,334 △2,308

인력운영비(용궁면) 218,736 219,246 △510

인력운영비 218,736 219,246 △510

203 업무추진비 9,690 10,200 △51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0 600 △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0                  0             △30  -30,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용궁면) 107,290 109,088 △1,798

기본경비 107,290 109,088 △1,798

201 일반운영비 51,780 53,248 △1,468

01 사무관리비 24,220 25,688 △1,46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468                  0          △1,468  -1,468,000원

202 여비 48,510 48,840 △330

01 국내여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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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개포면
정책: 개포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개포면 710,838 676,036 34,802

개포면 사업경비 457,253 419,135 38,118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457,253 419,135 38,11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1,000 291,00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31,000 291,000 40,000

01 시설비 329,000 289,000 40,000

  ○장송리(솔골) 배수로 설치(300m)                30,000                  0           30,000

  ○개포 게이트볼장 정비                10,000                  0           10,000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60,853 61,520 △667

301 일반보상금 56,353 56,520 △167

10 행사실비보상금 3,353 3,520 △167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67                  0            △167  -167,000원

307 민간이전 4,500 5,000 △500

04 민간행사보조 4,500 5,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55,400 56,615 △1,215

201 일반운영비 35,635 36,400 △765

01 사무관리비 4,335 5,100 △765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765                  0            △765  -765,000원

206 재료비 2,700 3,000 △300

01 재료비 2,700 3,000 △3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00                  0            △300  -3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350 1,5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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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개포면
정책: 개포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10 행사실비보상금 1,350 1,5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행정운영경비(개포면) 253,585 256,901 △3,316

인력운영비(개포면) 170,805 171,313 △508

인력운영비 170,805 171,313 △508

203 업무추진비 9,652 10,160 △50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2 560 △2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8                  0             △28  -28,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0 3,000 △1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                  0            △150  -150,000원

기본경비(개포면) 82,780 85,588 △2,808

기본경비 82,780 85,588 △2,808

201 일반운영비 38,410 40,388 △1,978

01 사무관리비 17,810 19,788 △1,978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978                  0          △1,978  -1,978,000원

202 여비 39,870 40,200 △330

01 국내여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405 자산취득비 4,500 5,000 △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5,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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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보면
정책: 지보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지보면 763,162 771,867 △8,705

지보면 사업경비 462,924 464,127 △1,203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462,924 464,127 △1,203

자치활동 지원 92,999 94,002 △1,003

301 일반보상금 88,499 89,002 △503

10 행사실비보상금 4,529 5,032 △503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3                  0            △503  -503,000원

307 민간이전 4,500 5,000 △500

04 민간행사보조 4,500 5,000 △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0                  0            △500  -5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46,425 46,625 △200

201 일반운영비 27,450 27,500 △50

01 사무관리비 5,050 5,100 △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                  0             △50  -50,000원

206 재료비 2,600 2,700 △100

01 재료비 2,600 2,700 △1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                  0            △100  -1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950 2,000 △50

10 행사실비보상금 1,950 2,000 △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0                  0             △50  -50,000원

행정운영경비(지보면) 300,238 307,740 △7,502

인력운영비(지보면) 179,405 179,977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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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보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지보면)
단위: 인력운영비(지보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인력운영비 179,405 179,977 △572

203 업무추진비 10,868 11,440 △572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8 640 △32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2                  0             △32  -32,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10                  0            △210  -210,000원

기본경비(지보면) 120,833 127,763 △6,930

기본경비 120,833 127,763 △6,930

201 일반운영비 42,263 42,363 △100

01 사무관리비 19,858 19,958 △1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00                  0            △100  -100,000원

202 여비 46,270 47,400 △1,130

01 국내여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월액여비 40,000 40,800 △8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800                  0            △800  -800,000원

405 자산취득비 32,300 38,000 △5,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300 38,000 △5,7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5,700                  0          △5,700  -5,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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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풍양면
정책: 풍양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풍양면 946,881 905,396 41,485

풍양면 사업경비 596,875 550,675 46,2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596,875 550,675 46,2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6,800 376,8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6,800 376,800 50,000

01 시설비 424,800 374,800 50,000

  ○풍신2리 배수로 설치(300m)                30,000                  0           30,000

  ○괴당 마을안길 축대 보수(30m)                20,000                  0           20,000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자치활동 지원 116,340 117,140 △800

301 일반보상금 111,540 112,140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5,440 6,04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307 민간이전 4,800 5,000 △200

04 민간행사보조 4,800 5,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42,735 45,735 △3,000

201 일반운영비 16,830 17,630 △800

01 사무관리비 4,350 5,150 △8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800                  0            △800  -800,000원

206 재료비 3,000 5,000 △2,000

01 재료비 3,000 5,000 △2,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0                  0          △2,000  -2,000,000원

301 일반보상금 1,800 2,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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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풍양면
정책: 풍양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10 행사실비보상금 1,800 2,000 △2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                  0            △200  -200,000원

행정운영경비(풍양면) 350,006 354,721 △4,715

인력운영비(풍양면) 217,018 217,633 △615

인력운영비 217,018 217,633 △615

203 업무추진비 10,865 11,480 △61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0 6,600 △33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30                  0            △330  -33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5 680 △35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35                  0             △35  -35,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50 4,200 △25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50                  0            △250  -250,000원

기본경비(풍양면) 132,988 137,088 △4,100

기본경비 132,988 137,088 △4,100

201 일반운영비 48,968 50,468 △1,500

01 사무관리비 18,928 20,428 △1,5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500                  0          △1,500  -1,500,000원

202 여비 53,520 54,120 △600

01 국내여비 6,000 6,600 △6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600                  0            △600  -600,000원

405 자산취득비 30,500 32,50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500 32,500 △2,000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000                  0          △2,000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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