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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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예천읍 2,319,162 2,338,462 △19,300

예천읍 사업경비 1,840,118 1,860,118 △20,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예천읍) 1,840,118 1,860,118 △20,000

지역복지환경 조성 538,580 558,58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000 126,000 △20,000

01 시설비 106,000 126,000 △20,000

○한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데크 교체(전액감)

0 20,000 △20,0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예천읍) 479,044 478,344 700

인력운영비(예천읍) 172,809 172,109 700

인력운영비 172,809 172,109 700

101 인건비 172,809 172,109 7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169 70,469 700

○행정 업무보조 36,249 35,549 700

― 2020년 임금교섭에 따른 반영분 700 0 700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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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문면 1,179,992 1,187,424 △7,432

용문면 사업경비 969,320 974,752 △5,432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969,320 974,752 △5,432

자치활동 지원 130,240 133,672 △3,432

301 일반보전금 130,240 133,672 △3,432

09 행사실비지원금 4,160 7,592 △3,432

○지역방어훈련 등 참가자 급식(전액감)

0 1,000 △1,000

○이장교육 참석자 급식

4,160 4,992 △832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발전협력 교류행사 참석

자 급식(전액감) 0 1,600 △1,600

경정 0원

경정 8,000원 * 26명 * 2회 * 10월

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47,080 149,080 △2,000

206 재료비 11,000 13,000 △2,000

01 재료비 11,000 13,000 △2,000

○산수유 비료 구입 3,000 5,000 △2,000경정 3,000,000원

행정운영경비(용문면) 210,672 212,672 △2,000

기본경비(용문면) 150,612 152,612 △2,000

기본경비 150,612 152,612 △2,000

202 여비 37,000 39,000 △2,000

01 국내여비 3,400 5,400 △2,0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4,000 6,000 △2,000경정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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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효자면 886,946 904,876 △17,930

효자면 사업경비 726,724 744,654 △17,93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효자면) 726,724 744,654 △17,930

자치활동 지원 51,570 56,570 △5,000

201 일반운영비 0 3,000 △3,000

03 행사운영비 0 3,000 △3,000

○효자면-대강면 친선 체육대회 행사(전액감)

0 3,000 △3,000경정 0원

301 일반보전금 51,570 53,570 △2,000

09 행사실비지원금 2,920 4,920 △2,000

○효자면-대강면 친선 체육대회 행사(전액감)

0 2,000 △2,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10,154 123,084 △12,930

101 인건비 68,910 66,840 2,07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910 66,840 2,070

○빨래방 관리 인부임 2,070 0 2,07069,000원 * 1명 * 30일

206 재료비 6,000 11,000 △5,000

01 재료비 6,000 11,000 △5,000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화초 구입(전액감)

0 5,000 △5,000경정 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20,000 △10,000

01 시설비 10,000 20,000 △10,000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노견정비(전액감)

0 10,000 △10,000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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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은풍면 1,035,383 1,044,193 △8,810

은풍면 사업경비 855,053 863,263 △8,21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은풍면) 855,053 863,263 △8,210

지역복지환경 조성 99,101 107,311 △8,210

101 인건비 59,661 65,871 △6,21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661 65,871 △6,210

○꽃묘조성 묘포장 인부임(전액감) 0 6,210 △6,210경정 0원

206 재료비 10,000 12,000 △2,000

01 재료비 10,000 12,000 △2,000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재료(꽃씨, 묘목, 비

료 등) 구입 6,000 8,000 △2,000경정 6,000,000원

행정운영경비(은풍면) 180,330 180,930 △600

기본경비(은풍면) 124,890 125,490 △600

기본경비 124,890 125,490 △600

202 여비 36,000 36,600 △600

01 국내여비 4,800 5,400 △6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5,400 6,000 △600경정 5,4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천면

정책: 행정운영경비(감천면)

단위: 기본경비(감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감천면 1,334,809 1,333,909 900

행정운영경비(감천면) 220,163 219,263 900

기본경비(감천면) 150,863 149,963 900

기본경비 150,863 149,963 900

201 일반운영비 56,543 55,643 900

02 공공운영비 26,727 25,827 900

○시설장비유지비 9,496 8,596 900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900 0 9009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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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호명면 1,568,668 1,576,278 △7,610

호명면 사업경비 1,324,456 1,329,066 △4,610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1,324,456 1,329,066 △4,610

자치활동 지원 173,576 178,076 △4,500

201 일반운영비 5,000 9,500 △4,500

03 행사운영비 5,000 9,500 △4,500

○도청 신도시 농촌마을 주민간 자매결연 추진(

전액감) 0 4,500 △4,5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217,880 217,990 △110

405 자산취득비 690 800 △11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90 800 △110

○예취기 구입 690 800 △110경정 690,000원

행정운영경비(호명면) 244,212 247,212 △3,000

기본경비(호명면) 151,812 154,812 △3,000

기본경비 151,812 154,812 △3,000

202 여비 54,600 57,600 △3,000

01 국내여비 4,200 7,200 △3,0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5,000 8,000 △3,000경정 5,0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유천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유천면)

단위: 기본경비(유천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유천면 1,074,485 1,072,885 1,600

행정운영경비(유천면) 191,687 190,087 1,600

기본경비(유천면) 122,387 120,787 1,600

기본경비 122,387 120,787 1,600

202 여비 45,400 43,800 1,600

02 월액여비 40,000 38,400 1,600

○월액여비 40,000 38,400 1,600경정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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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궁면 1,358,872 1,365,352 △6,480

행정운영경비(용궁면) 175,487 181,967 △6,480

인력운영비(용궁면) 62,370 64,680 △2,310

인력운영비 62,370 64,680 △2,310

101 인건비 62,370 64,680 △2,310

01 보수 62,370 64,680 △2,310

○시간외근무수당(1명 감) 62,370 64,680 △2,310경정 62,370,000원

기본경비(용궁면) 113,117 117,287 △4,170

기본경비 113,117 117,287 △4,170

202 여비 37,770 41,940 △4,170

01 국내여비 2,970 5,940 △2,970

○출장여비 세출구조조정 △2,970 0 △2,970-2,970,000원

02 월액여비 34,800 36,000 △1,200

○월액여비(1명 감) 34,800 36,000 △1,200경정 3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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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개포면 947,669 950,503 △2,834

개포면 사업경비 785,514 786,348 △834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785,514 786,348 △834

지역복지환경 조성 84,634 85,468 △834

405 자산취득비 7,166 8,000 △83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166 8,000 △834

○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2대)

7,166 8,000 △834경정 7,166,000원

행정운영경비(개포면) 162,155 164,155 △2,000

기본경비(개포면) 106,715 108,715 △2,000

기본경비 106,715 108,715 △2,000

202 여비 34,600 36,600 △2,000

01 국내여비 3,400 5,400 △2,0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4,000 6,000 △2,000경정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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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풍양면 1,338,948 1,363,953 △25,005

풍양면 사업경비 1,126,010 1,151,015 △25,005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1,126,010 1,151,015 △25,005

자치활동 지원 154,860 169,860 △15,000

201 일반운영비 0 15,000 △15,000

03 행사운영비 0 15,000 △15,000

○우리밀 축제 개최(전액감) 0 15,000 △15,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11,150 121,155 △10,005

101 인건비 60,330 70,335 △10,00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330 70,335 △10,005

○꽃길조성 인부임

6,210 9,315 △3,105

○이불빨래방 관리 인부임

8,280 15,180 △6,900

경정 69,000원 * 6명 * 5일 * 3회

경정 69,000원 * 1명 * 1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