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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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예천읍 2,966,290 2,973,190 △6,900

예천읍 사업경비 2,605,828 2,607,828 △2,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2,605,828 2,607,828 △2,000

지역복지환경 조성 527,890 529,890 △2,000

201 일반운영비 81,180 83,180 △2,000

02 공공운영비 59,000 61,000 △2,000

○차량유지비 11,000 13,000 △2,000

― 쓰레기수거용 트럭 유지관리(전액감)

0 2,000 △2,0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예천읍) 360,462 365,362 △4,900

기본경비(예천읍) 202,506 207,406 △4,900

기본경비 202,506 207,406 △4,900

201 일반운영비 100,606 104,206 △3,600

01 사무관리비 41,150 44,750 △3,600

○예천읍 우리마을 이야기 출간(재판)(전액감)

0 3,600 △3,600경정 0원

405 자산취득비 22,900 24,200 △1,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900 24,200 △1,300

○독거노인관리사 사무실 에어컨 구입(전액감)

0 1,300 △1,300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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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문면 1,657,496 1,664,546 △7,050

용문면 사업경비 1,472,638 1,479,688 △7,05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1,472,638 1,479,688 △7,050

지역복지환경 조성 147,576 154,626 △7,050

101 인건비 62,556 69,606 △7,0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556 69,606 △7,050

○꽃길 조성 인부임

△7,050 0 △7,050경정 12,246,000원 - 기정 19,2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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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효자면 1,496,902 1,504,318 △7,416

행정운영경비(효자면) 151,044 158,460 △7,416

인력운영비(효자면) 44,496 51,912 △7,416

인력운영비 44,496 51,912 △7,416

101 인건비 44,496 51,912 △7,416

01 보수 44,496 51,912 △7,416

○시간외근무수당

44,496 51,912 △7,416경정 10,300원 * 12명 * 30시간 * 12월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은풍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은풍면)

단위: 기본경비(은풍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은풍면 1,391,864 1,391,064 800

행정운영경비(은풍면) 158,892 158,092 800

기본경비(은풍면) 106,980 106,180 800

기본경비 106,980 106,180 800

201 일반운영비 49,760 48,960 800

01 사무관리비 24,760 23,960 800

○설계프로그램(CAD) 연간사용료

800 0 800800,000원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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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보문면 1,605,028 1,609,328 △4,300

보문면 사업경비 1,441,008 1,445,308 △4,30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1,441,008 1,445,308 △4,300

청사환경 관리 0 4,300 △4,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4,300 △4,300

01 시설비 0 4,300 △4,300

○면사무소 상수도 인입(전액감) 0 4,300 △4,300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궁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용궁면)

단위: 인력운영비(용궁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궁면 1,649,303 1,644,303 5,000

행정운영경비(용궁면) 180,748 175,748 5,000

인력운영비(용궁면) 56,912 51,912 5,000

인력운영비 56,912 51,912 5,000

101 인건비 56,912 51,912 5,000

01 보수 56,912 51,912 5,000

○시간외근무수당(2명 증) 56,912 51,912 5,000경정 56,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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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지보면 1,817,282 1,820,632 △3,350

지보면 사업경비 1,623,258 1,626,608 △3,35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1,623,258 1,626,608 △3,350

지역복지환경 조성 98,680 102,030 △3,350

101 인건비 58,480 61,830 △3,3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480 61,830 △3,350

○하수도준설 인부임(전액감) 0 3,350 △3,350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풍양면

정책: 행정운영경비(풍양면)

단위: 기본경비(풍양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풍양면 1,875,265 1,874,465 800

행정운영경비(풍양면) 206,010 205,210 800

기본경비(풍양면) 141,120 140,320 800

기본경비 141,120 140,320 800

201 일반운영비 72,780 71,980 800

01 사무관리비 27,020 26,220 800

○일반수용비 14,500 13,700 800

― 설계프로그램(CAD) 연간사용료 800 0 800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