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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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용문면 1,158,166 1,179,992 △21,826

용문면 사업경비 947,494 969,320 △21,826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용문면) 947,494 969,320 △21,826

자치활동 지원 125,248 130,240 △4,992

301 일반보전금 125,248 130,240 △4,992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21,920 126,080 △4,160

○회의참석 및 출무수당

8,320 12,480 △4,160경정 20,000원 * 26명 * 2회 * 8월

09 행사실비지원금 3,328 4,160 △832

○이장교육 참석자 급식

3,328 4,160 △832경정 8,000원 * 26명 * 2회 * 8월

지역복지환경 조성 130,246 147,080 △16,834

101 인건비 92,808 105,642 △12,83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808 105,642 △12,834

○오미봉 등산로 및 둘레길 관리 인부임

9,936 16,560 △6,624

○금당실 산수유 식재지 관리 인부임(전액감)

0 6,210 △6,210

경정 69,000원 * 4명 * 12일 * 3회

경정 0원

206 재료비 7,000 11,000 △4,000

01 재료비 7,000 11,000 △4,000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재료(꽃씨, 묘목, 비

료 등) 구입 3,000 4,000 △1,000

○산수유 비료 구입(전액감) 0 3,000 △3,000

경정 3,000,000원

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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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효자면 880,446 886,946 △6,500

효자면 사업경비 721,724 726,724 △5,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효자면) 721,724 726,724 △5,000

자치활동 지원 50,570 51,570 △1,000

301 일반보전금 50,570 51,570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1,920 2,920 △1,000

○지역방어훈련 등 참가자 급식(전액감)

0 1,000 △1,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06,154 110,154 △4,000

201 일반운영비 21,244 25,244 △4,000

02 공공운영비 14,810 18,810 △4,000

○공공요금 및 제세 11,500 14,500 △3,000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1,500 2,500 △1,000

― 복지회관 공공요금 10,000 12,000 △2,000

○차량유지비 4,000 5,000 △1,000

―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 4,000 5,000 △1,000

경정 1,500,000원

경정 10,000,000원

경정 4,000,000원

행정운영경비(효자면) 158,722 160,222 △1,500

기본경비(효자면) 103,282 104,782 △1,500

기본경비 103,282 104,782 △1,500

202 여비 35,100 36,600 △1,500

01 국내여비 3,900 5,400 △1,5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4,500 6,000 △1,500경정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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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은풍면 1,022,183 1,035,383 △13,200

은풍면 사업경비 849,553 855,053 △5,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은풍면) 849,553 855,053 △5,500

지역복지환경 조성 93,601 99,101 △5,500

101 인건비 56,661 59,661 △3,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661 59,661 △3,000

○어림성 철조망 제거 인부임

6,000 9,000 △3,000경정 6,000,000원

201 일반운영비 16,940 19,440 △2,500

02 공공운영비 13,160 15,660 △2,500

○연료비 1,700 4,200 △2,500

― 복지회관 유류비 1,700 4,200 △2,500경정 1,700,000원

행정운영경비(은풍면) 172,630 180,330 △7,700

인력운영비(은풍면) 49,440 55,440 △6,000

인력운영비 49,440 55,440 △6,000

101 인건비 49,440 55,440 △6,000

01 보수 49,440 55,440 △6,000

○시간외근무수당 49,440 55,440 △6,000경정 49,440,000원

기본경비(은풍면) 123,190 124,890 △1,700

기본경비 123,190 124,890 △1,700

202 여비 34,300 36,000 △1,700

02 월액여비 29,500 31,200 △1,700

○월액여비 29,500 31,200 △1,700경정 2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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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감천면 1,329,809 1,334,809 △5,000

감천면 사업경비 1,110,146 1,114,646 △4,5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감천면) 1,110,146 1,114,646 △4,500

자치활동 지원 141,366 143,366 △2,000

301 일반보전금 141,366 143,366 △2,000

09 행사실비지원금 4,376 6,376 △2,000

○지역방어훈련 등 참가자 급식(전액감)

0 1,000 △1,000

○이장회의 참석자 급식 4,376 5,376 △1,000

경정 0원

경정 4,376,00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36,780 139,280 △2,500

201 일반운영비 17,750 20,250 △2,500

01 사무관리비 3,230 4,230 △1,000

○급량비 2,800 3,800 △1,000

― 국토대청결운동 및 농촌일손돕기 참여공무

원 급식 1,500 2,000 △500

―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 500 1,000 △500

경정 1,500,000원

경정 500,000원

02 공공운영비 14,520 16,020 △1,500

○공공요금 및 제세 8,800 10,300 △1,500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1,500 2,500 △1,000

― 복지회관 공공요금 4,300 4,800 △500

경정 1,500,000원

경정 4,300,000원

행정운영경비(감천면) 219,663 220,163 △500

기본경비(감천면) 150,363 150,863 △500

기본경비 150,363 150,863 △500

202 여비 43,300 43,800 △500

01 국내여비 4,400 5,400 △1,0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5,000 6,000 △1,000경정 5,000,000원

02 월액여비 38,900 38,400 500

○월액여비 38,900 38,400 500경정 38,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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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보문면 1,131,867 1,142,823 △10,956

보문면 사업경비 967,791 976,847 △9,056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보문면) 967,791 976,847 △9,056

자치활동 지원 110,978 112,034 △1,056

301 일반보전금 110,978 112,034 △1,056

09 행사실비지원금 4,168 5,224 △1,056

○이장교육 참석자 급식

3,168 4,224 △1,056경정 8,000원 * 22명 * 2회 * 9월

지역복지환경 조성 93,913 101,913 △8,000

101 인건비 63,508 68,508 △5,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508 68,508 △5,000

○꽃길조성 인부임 12,388 17,388 △5,000경정 12,388,000원

201 일반운영비 19,905 22,905 △3,000

01 사무관리비 5,570 6,570 △1,000

○급량비 2,800 3,800 △1,000

― 국토대청결운동 및 농촌일손돕기 참여공무

원 급식 1,000 2,000 △1,000경정 1,000,000원

02 공공운영비 14,335 16,335 △2,000

○시설장비유지비 3,000 5,000 △2,000

― 빨래방 운영 및 유지관리

1,000 2,000 △1,000

― 복지회관 유지관리 1,000 2,000 △1,000

경정 1,000,000원 * 1식

경정 1,000,000원

행정운영경비(보문면) 164,076 165,976 △1,900

기본경비(보문면) 108,636 110,536 △1,900

기본경비 108,636 110,536 △1,900

202 여비 34,700 36,600 △1,900

01 국내여비 2,400 5,400 △3,0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3,000 6,000 △3,000경정 3,000,000원

02 월액여비 32,300 31,200 1,100

○월액여비 32,300 31,200 1,100경정 32,3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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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호명면 1,563,301 1,568,668 △5,367

호명면 사업경비 1,321,289 1,324,456 △3,167

주민생활 복지환경개선(호명면) 1,321,289 1,324,456 △3,167

청사환경 관리 24,833 25,000 △167

401 시설비및부대비 24,833 25,000 △167

01 시설비 24,833 25,000 △167

○행정복지센터 환경 정비 9,833 10,000 △167경정 9,833,000원

자치활동 지원 170,576 173,576 △3,000

201 일반운영비 2,000 5,000 △3,000

03 행사운영비 2,000 5,000 △3,000

○도청 신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00 5,000 △3,000경정 2,000,000원

행정운영경비(호명면) 242,012 244,212 △2,200

기본경비(호명면) 149,612 151,812 △2,200

기본경비 149,612 151,812 △2,200

202 여비 52,400 54,600 △2,200

01 국내여비 2,000 4,200 △2,2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2,800 5,000 △2,200경정 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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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유천면 1,055,485 1,074,485 △19,000

유천면 사업경비 867,798 882,798 △15,00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유천면) 867,798 882,798 △15,000

자치활동 지원 122,028 123,028 △1,000

301 일반보전금 122,028 123,028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4,608 5,608 △1,000

○지역방어훈련 등 참가자 급식(전액감)

0 1,000 △1,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33,770 47,770 △14,000

101 인건비 11,850 23,850 △1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850 23,850 △12,000

○풀베기 기계작업 인부임 8,500 13,500 △5,000

○꽃길조성 인부임 3,350 10,350 △7,000

경정 8,500,000원

경정 3,350,000원

201 일반운영비 14,920 16,920 △2,000

02 공공운영비 10,510 12,510 △2,000

○차량유지비 3,000 5,000 △2,000

―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 3,000 5,000 △2,000경정 3,000,000원

행정운영경비(유천면) 187,687 191,687 △4,000

기본경비(유천면) 118,387 122,387 △4,000

기본경비 118,387 122,387 △4,000

202 여비 41,400 45,400 △4,000

01 국내여비 1,400 5,4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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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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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개포면 934,741 947,669 △12,928

개포면 사업경비 774,586 785,514 △10,928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개포면) 774,586 785,514 △10,928

지역복지환경 조성 73,706 84,634 △10,928

101 인건비 47,380 55,308 △7,92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380 55,308 △7,928

○지장목제거 기계작업 인부임

3,000 5,250 △2,250

○꽃길조성 인부임 5,500 11,178 △5,678

경정 3,000,000원

경정 5,500,000원

201 일반운영비 12,660 15,660 △3,000

01 사무관리비 2,780 3,780 △1,000

○급량비 2,800 3,800 △1,000

― 국토대청결운동 및 농촌일손돕기 참여공무

원 급식 1,000 2,000 △1,000경정 1,000,000원

02 공공운영비 9,880 11,880 △2,000

○연료비 0 500 △500

― 복지회관 연료비(전액감) 0 500 △500

○차량유지비 3,500 5,000 △1,500

―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 3,500 5,000 △1,500

경정 0원

경정 3,500,000원

행정운영경비(개포면) 160,155 162,155 △2,000

기본경비(개포면) 104,715 106,715 △2,000

기본경비 104,715 106,715 △2,000

202 여비 32,600 34,600 △2,000

01 국내여비 1,400 3,4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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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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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지보면 1,216,268 1,225,728 △9,460

지보면 사업경비 1,025,192 1,032,852 △7,66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지보면) 1,025,192 1,032,852 △7,660

자치활동 지원 122,178 123,178 △1,000

301 일반보전금 122,178 123,178 △1,000

09 행사실비지원금 4,608 5,608 △1,000

○지역방어훈련 등 참가자 급식(전액감)

0 1,000 △1,000경정 0원

지역복지환경 조성 106,014 112,674 △6,660

201 일반운영비 25,244 31,104 △5,860

02 공공운영비 21,464 27,324 △5,860

○공공요금 및 제세 16,300 20,360 △4,060

― 복지회관 공공요금 5,900 9,960 △4,060

○연료비 0 1,800 △1,800

― 복지회관 연료비(전액감) 0 1,800 △1,800

경정 5,900,000원

경정 0원

206 재료비 5,200 6,000 △800

01 재료비 5,200 6,000 △800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재료(꽃씨, 묘목, 비

료 등) 구입 2,200 3,000 △800경정 2,200,000원

행정운영경비(지보면) 191,076 192,876 △1,800

기본경비(지보면) 121,776 123,576 △1,800

기본경비 121,776 123,576 △1,800

202 여비 42,000 43,800 △1,800

01 국내여비 3,200 5,400 △2,2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3,800 6,000 △2,200경정 3,800,000원

02 월액여비 38,800 38,400 400

○월액여비(1명 증) 38,800 38,400 400경정 3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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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일반회계 예천읍 ~ 풍양면

풍양면 1,324,918 1,338,948 △14,030

풍양면 사업경비 1,114,280 1,126,010 △11,730

주민생활 복지환경 개선(풍양면) 1,114,280 1,126,010 △11,730

지역복지환경 조성 99,420 111,150 △11,730

101 인건비 48,600 60,330 △11,73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600 60,330 △11,730

○꽃길조성 인부임(전액감) 0 6,210 △6,210

○쌍절암 탐방로 관리 인부임

2,070 7,590 △5,520

경정 0원

경정 69,000원 * 1명 * 30일

행정운영경비(풍양면) 210,638 212,938 △2,300

기본경비(풍양면) 141,338 143,638 △2,300

기본경비 141,338 143,638 △2,300

202 여비 41,500 43,800 △2,300

01 국내여비 3,100 5,400 △2,300

○종합행정추진 출장여비 3,700 6,000 △2,300경정 3,7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