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연초면 ~ 연초면

부서: 연초면
정책: 아름다운연초가꾸기
단위: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연초면 281,895 299,490 △17,595

아름다운연초가꾸기 45,734 48,330 △2,596

환경개선 45,734 48,330 △2,596

환경정비 16,377 17,640 △1,263

101 인건비 5,126 5,696 △57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26 5,696 △570

  ▣환경개선사업                 5,126              5,696            △570

    ◎인부임                 3,780              4,200            △420

    ◎유급휴일수당                   756                840             △84

    ◎4대 의무보험                   590                656             △66

  경정3,780,000원

  경정756,000원

  경정590,000원

201 일반운영비 2,250 2,500 △250

01 사무관리비 2,250 2,500 △250

  ▣임차료                 2,250              2,500            △250

    ◎재해 및 환경개선                 2,250              2,500            △250  경정2,250,000원

206 재료비 4,001 4,444 △443

01 재료비 4,001 4,444 △443

  ▣휴대용 연막소독기                 2,201              2,444            △243

    ◎휘발유                   225                249             △24

    ◎경유                 1,976              2,195            △219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1,800              2,000            △200

  경정225,000원

  경정1,976,000원

      경정1,800,000원

청사관리 29,357 30,690 △1,333

201 일반운영비 29,357 30,690 △1,333

02 공공운영비 29,357 30,690 △1,333

  ▣공공요금 및 제세                21,280             22,400          △1,120

  ▣연료비                   589                620             △31

  ▣시설장비유지비                 2,075              2,184            △109

  ▣차량선박비                 5,413              5,486             △73

  경정21,280,000원

  경정589,000원

  경정2,075,000원

  경정5,413,000원

지역개발 57,000 60,000 △3,000

소규모사업 57,000 60,000 △3,000

농어촌도로유지 57,000 60,000 △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7,000 60,000 △3,000

01 시설비 57,000 60,000 △3,000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7,000             60,000          △3,000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
               14,250             15,000            △750

    ◎노후 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
               14,250             15,000            △750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
               14,250             15,000            △750

        경정14,250,000원

        경정14,250,000원

        경정14,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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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초면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14,250             15,000            △750  경정14,250,000원

행정운영경비(연초면) 88,381 100,380 △11,999

기본경비 88,381 100,380 △11,999

기본경비 88,381 100,380 △11,999

201 일반운영비 37,433 41,700 △4,267

01 사무관리비 28,313 32,100 △3,787

  ▣일반수용비                16,200             18,000          △1,800

  ▣운영수당                   900              1,000            △100

  ▣급량비                11,213             13,100          △1,887

  경정16,200,000원

  경정900,000원

  경정11,213,000원

02 공공운영비 9,120 9,600 △480

  ▣공공요금 및 제세                 9,120              9,600            △480  경정9,120,000원

202 여비 38,745 45,360 △6,615

01 국내여비 38,745 45,360 △6,615

  ▣대민활동 업무추진                38,745             45,360          △6,615  경정38,745,000원

203 업무추진비 10,403 11,520 △1,117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0 6,600 △660

  ▣인구 3만미만                 5,940              6,600            △660  경정5,940,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3 720 △37

  ▣직원사기진작 경비                   683                720             △37  경정683,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4,200 △420

  ▣부서운영(30인이하)                 3,780              4,200            △420  경정3,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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