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호저면
정책: 호저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호저면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호저면 662,926 675,889 △12,963

호저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255,499 266,065 △10,566

호저면 주민생활지원 255,499 266,065 △10,566

호저면 주민참여행정 63,010 63,110 △100

301 일반보상금 63,010 63,110 △100

4,000 △1003,90010  행사실비보상금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교육및행사등 참석자 실비보상

호저면 청사운영관리 87,193 89,103 △1,910

201 일반운영비 17,193 19,103 △1,910

19,103 △1,91017,19302  공공운영비

△1,9101,090 3,000경정 1,090,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호저면 행정지원 98,384 106,852 △8,468

101 인건비 4,311 5,925 △1,614

5,925 △1,6144,31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14 4,311  5,925  경정 4,311,000원

  ○일리천 잔디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 일반운영비 20,367 21,067 △700

7,000 △7006,30002  공공운영비

△7002,800 3,500경정 2,800,000원  ○우편요금

202 여비 48,384 53,760 △5,376

53,760 △5,37648,38401  국내여비

△5,37648,384 53,760경정 48,38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06 재료비 3,600 4,000 △400

4,000 △4003,60001  재료비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잔디전용 비료(일리천 잔디관리, 20000㎡

    )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잔디병충해 방제용 농약(일리천 잔디관리

    , 20000㎡)

405 자산취득비 21,722 22,100 △378

22,100 △37821,722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0 770  1,000  경정 770,000원

  ○잔디깍기(일리천 잔디관리)

△1487,352 7,500  ○대회의실 집기 구입

△1484,852 5,000경정 4,852,000원    ▷책상

호저면 건강관리지원 6,912 7,000 △88

405 자산취득비 6,912 7,000 △88

7,000 △886,912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6,912 7,000경정 6,912,000원  ○노인건강관리기

호저면 사업경비 345,932 346,110 △178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호저면
정책: 호저면 사업경비
단위: 호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호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5,932 346,110 △178

호저면 도로정비 3,772 3,950 △178

101 인건비 3,772 3,950 △178

3,950 △1783,772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8 3,772  3,950  경정 3,772,000원

  ○도로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호저면 행정운영경비 61,495 63,714 △2,219

호저면 인력운영비 45,403 46,634 △1,231

호저면 인력운영비 45,403 46,634 △1,231

101 인건비 34,563 35,794 △1,231

35,794 △1,23134,56302  수당

△1,23134,563 35,794경정 34,563,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호저면 기본경비 16,092 17,080 △988

호저면 기본경비 16,092 17,080 △988

201 일반운영비 7,092 7,880 △788

7,880 △7887,09201  사무관리비

△3084,692 5,000경정 4,692,000원  ○부서운영수용비

△4802,400 2,880경정 2,400,000  ○급량비

202 여비 1,800 2,000 △200

2,000 △2001,80001  국내여비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관외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