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예천읍

정책: 예천읍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예천읍 1,723,157 1,740,907 △17,750

예천읍 사업경비 1,437,746 1,456,796 △19,05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1,437,746 1,456,796 △19,050

지역복지환경 조성 305,504 324,554 △19,050

101 인건비 158,084 177,134 △19,0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084 177,134 △19,050

○연도변 풀베기 기계작업 인부임

35,510 48,510 △13,000

○한천 호안블럭 및 우레탄 세척 인부임

0 2,750 △2,750

○지장목 제거 인부임 0 3,300 △3,300

경정 35,510,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예천읍) 285,411 284,111 1,300

기본경비(예천읍) 184,428 183,128 1,300

기본경비 184,428 183,128 1,300

202 여비 65,100 63,800 1,300

02 월액여비 51,700 50,400 1,300

○월액여비(2명 증) 51,700 50,400 1,300경정 5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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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효자면

정책: 행정운영경비(효자면)

단위: 인력운영비(효자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효자면 799,101 809,101 △10,000

행정운영경비(효자면) 136,291 146,291 △10,000

인력운영비(효자면) 37,023 47,023 △10,000

인력운영비 37,023 47,023 △10,000

101 인건비 37,023 47,023 △10,000

01 보수 37,023 47,023 △10,000

○시간외근무수당 42,062 52,062 △10,000

― 시간외근무수당(직원) 37,023 47,023 △10,000경정 37,0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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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보문면

정책: 보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보문면 832,179 837,179 △5,000

보문면 사업경비 681,388 686,388 △5,00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681,388 686,388 △5,000

지역복지환경 조성 51,682 56,682 △5,000

201 일반운영비 18,960 23,960 △5,000

02 공공운영비 14,760 19,760 △5,000

○청소차 및 경운기 유지비 1,000 4,000 △3,000

○다목적 차량 유지비 3,000 5,000 △2,000

경정 1,000,000원

경정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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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유천면

정책: 유천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유천면 914,829 917,329 △2,500

유천면 사업경비 760,707 763,207 △2,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760,707 763,207 △2,500

지역복지환경 조성 49,855 52,355 △2,500

101 인건비 13,175 15,675 △2,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75 15,675 △2,500

○꽃길조성 인부임 4,775 7,275 △2,500경정 4,7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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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궁면

정책: 용궁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궁면 991,178 998,098 △6,920

용궁면 사업경비 826,700 833,700 △7,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826,700 833,700 △7,000

자치활동 지원 74,910 76,910 △2,000

201 일반운영비 0 2,000 △2,000

03 행사운영비 0 2,000 △2,000

○1사1촌(EXCO) 및 업무협약단체(강경읍) 교류

행사 0 2,000 △2,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67,790 172,790 △5,000

201 일반운영비 45,540 50,540 △5,000

02 공공운영비 38,640 43,640 △5,000

○공중화장실(10개소)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 8,800 13,800 △5,000경정 8,800,000원

행정운영경비(용궁면) 164,478 164,398 80

기본경비(용궁면) 113,536 113,456 80

기본경비 113,536 113,456 80

202 여비 40,280 40,200 80

02 월액여비 33,680 33,600 80

○월액여비 33,680 33,600 80경정 33,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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