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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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예천읍 2,843,342 2,849,842 △6,500

예천읍 사업경비 2,488,901 2,495,401 △6,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2,488,901 2,495,401 △6,500

지역복지환경 조성 397,763 404,263 △6,500

201 일반운영비 73,360 76,360 △3,000

01 사무관리비 17,360 20,360 △3,000

○임차료 0 3,000 △3,000

― 꽃길조성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전액

감) 0 3,000 △3,000경정 0원

301 일반보상금 1,000 4,500 △3,5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4,500 △3,50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1,000 4,500 △3,500경정 1,0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문면

정책: 용문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문면 1,875,761 1,886,375 △10,614

용문면 사업경비 1,701,745 1,712,359 △10,614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1,701,745 1,712,359 △10,614

자치활동 지원 95,672 97,112 △1,440

301 일반보상금 95,672 97,112 △1,440

09 행사실비보상금 5,992 7,432 △1,440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발전협력 교류행사 참석

자 급식비(전액 감) 0 800 △800

○조선 십승지 회의 참석자 급식(전액 감)

0 640 △640

경정 0원

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88,073 97,247 △9,174

101 인건비 56,395 62,727 △6,33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395 62,727 △6,332

○하수도 준설 인부임(전액 감) 0 6,332 △6,332경정 0원

301 일반보상금 158 3,000 △2,842

09 행사실비보상금 158 3,000 △2,842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158 3,000 △2,842경정 158,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효자면

정책: 효자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효자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효자면 1,512,188 1,521,960 △9,772

효자면 사업경비 1,359,468 1,361,968 △2,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효자면) 1,359,468 1,361,968 △2,500

지역복지환경 조성 94,898 97,398 △2,500

301 일반보상금 0 2,500 △2,500

09 행사실비보상금 0 2,500 △2,50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전액 감) 0 2,500 △2,5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효자면) 152,720 159,992 △7,272

인력운영비(효자면) 43,632 50,904 △7,272

인력운영비 43,632 50,904 △7,272

101 인건비 43,632 50,904 △7,272

01 보수 43,632 50,904 △7,272

○시간외근무수당

43,632 50,904 △7,272경정 10,100원 * 12명 * 30시간 * 12월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은풍면

정책: 은풍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은풍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은풍면 1,556,148 1,577,648 △21,500

은풍면 사업경비 1,381,886 1,403,386 △21,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은풍면) 1,381,886 1,403,386 △21,500

청사환경 관리 45,000 65,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 65,000 △20,000

01 시설비 45,000 65,000 △20,000

○청사 외부 화장실 설치(전액 감) 0 20,000 △20,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71,334 72,834 △1,500

301 일반보상금 1,000 2,500 △1,5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2,500 △1,50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1,000 2,500 △1,500경정 1,0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천면

정책: 감천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감천면 1,938,274 1,940,634 △2,360

감천면 사업경비 1,737,012 1,739,372 △2,36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1,737,012 1,739,372 △2,360

지역복지환경 조성 95,846 98,206 △2,360

301 일반보상금 640 3,000 △2,360

09 행사실비보상금 640 3,000 △2,36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640 3,000 △2,360경정 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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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보문면 1,670,075 1,672,031 △1,956

보문면 사업경비 1,495,823 1,497,779 △1,956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1,495,823 1,497,779 △1,956

지역복지환경 조성 62,589 64,545 △1,956

301 일반보상금 544 2,500 △1,956

09 행사실비보상금 544 2,500 △1,956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544 2,500 △1,956경정 544,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호명면

정책: 호명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호명면 2,121,831 2,122,831 △1,000

호명면 사업경비 1,902,672 1,905,172 △2,50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1,902,672 1,905,172 △2,500

지역복지환경 조성 180,296 182,796 △2,500

301 일반보상금 3,000 5,500 △2,500

09 행사실비보상금 3,000 5,500 △2,50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전액 감) 0 2,500 △2,5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호명면) 219,159 217,659 1,500

기본경비(호명면) 142,803 141,303 1,500

기본경비 142,803 141,303 1,500

405 자산취득비 10,400 8,90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400 8,900 1,500

○업무용 컴퓨터 구입 3,000 1,500 1,500경정 1,500,000원 *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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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유천면 1,876,325 1,878,765 △2,440

유천면 사업경비 1,667,633 1,670,073 △2,44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1,667,633 1,670,073 △2,440

지역복지환경 조성 56,205 58,645 △2,440

301 일반보상금 560 3,000 △2,440

09 행사실비보상금 560 3,000 △2,44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560 3,000 △2,440경정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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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궁면 1,784,110 1,786,590 △2,480

용궁면 사업경비 1,602,588 1,605,068 △2,48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궁면) 1,602,588 1,605,068 △2,480

청사환경 관리 19,000 22,000 △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 22,000 △3,000

01 시설비 19,000 22,000 △3,000

○청사 비가림시설 설치 7,000 10,000 △3,000경정 7,000,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99,198 198,678 520

201 일반운영비 44,600 41,600 3,000

02 공공운영비 35,900 32,900 3,000

○공공요금 및 제세 21,900 18,900 3,000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7,400 14,400 3,000경정 1,450,000원 * 12월

301 일반보상금 520 3,000 △2,480

09 행사실비보상금 520 3,000 △2,48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520 3,000 △2,480경정 52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개포면

정책: 개포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개포면 1,556,076 1,590,562 △34,486

개포면 사업경비 1,389,734 1,424,220 △34,486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1,389,734 1,424,220 △34,48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52,000 1,282,00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2,000 1,282,000 △30,000

01 시설비 1,250,000 1,280,000 △30,000

○우감리(승동아랫마) 농로 정비(100m)(전액 감

) 0 30,000 △30,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58,854 63,340 △4,486

201 일반운영비 14,700 17,400 △2,700

01 사무관리비 3,000 4,200 △1,200

○급량비 2,600 3,800 △1,200

― 국토대청결운동 및 농촌일손돕기 참여공무

원 급식 800 2,000 △1,200경정 800,000원

02 공공운영비 11,700 13,200 △1,500

○시설장비유지비 1,500 3,000 △1,500

― 복지회관 유지관리 500 2,000 △1,500경정 500,000원

301 일반보상금 714 2,500 △1,786

09 행사실비보상금 714 2,500 △1,786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714 2,500 △1,786경정 714,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지보면

정책: 지보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지보면 1,900,661 1,892,851 7,810

지보면 사업경비 1,694,381 1,686,571 7,81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1,694,381 1,686,571 7,810

청사환경 관리 35,000 25,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 25,000 10,000

01 시설비 35,000 25,000 10,000

○지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

10,000 0 10,00010,000,000원 * 1식

지역복지환경 조성 91,803 93,993 △2,190

301 일반보상금 810 3,000 △2,190

09 행사실비보상금 810 3,000 △2,190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810 3,000 △2,190경정 81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풍양면

정책: 풍양면 사업경비

단위: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풍양면 2,029,672 2,041,722 △12,050

풍양면 사업경비 1,838,362 1,850,412 △12,05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1,838,362 1,850,412 △12,050

지역복지환경 조성 128,502 140,552 △12,050

301 일반보상금 150 3,000 △2,850

09 행사실비보상금 150 3,000 △2,850

○국토대청결활동 등 주요업무추진 참가자 급식

150 3,000 △2,850경정 150,000원

405 자산취득비 600 9,800 △9,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 9,800 △9,200

○풍양면 국궁체험장 몽골텐트 구입(전액 감)

0 3,200 △3,200

○풍양면 국궁체험장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전액 감) 0 6,000 △6,000

경정 0원

경정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