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지정면
정책: 지정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단위: 지정면 주민생활 지원 (단위:천원)

지정면 570,489 584,995 △14,506

지정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215,431 221,251 △5,820

지정면 주민생활 지원 215,431 221,251 △5,820

지정면 주민 참여 행정 62,390 62,490 △100

301 일반보상금 62,390 62,490 △100

1,000 △10090010  행사실비보상금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 보상

지정면 청사 운영 관리 79,745 82,438 △2,693

201 일반운영비 22,500 25,000 △2,500

5,000 △5004,50001  사무관리비

 △500 4,500  5,000  경정 4,500,000원

  ○면정현황판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판

20,000 △2,00018,00002  공공운영비

△1,20010,800 12,000경정 10,8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04,950 5,500경정 4,950,000원  ○연료비

△2502,250 2,500경정 2,25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05 자산취득비 5,307 5,500 △193

5,500 △1935,307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34,207 4,400경정 4,207,000원  ○복지회관(1,2층) 에어콘

지정면 행정 지원 66,541 69,323 △2,782

201 일반운영비 21,181 18,923 2,258

12,423 △24212,18101  사무관리비

△1,0007,423 8,423경정 7,423,000원  ○일반수용비

△2421,758 2,000경정 1,758,000원  ○운영수당

1,0003,000 2,000경정 3,000,000원  ○임차료

6,500 2,5009,00002  공공운영비

2,0005,500 3,500경정 5,500,000원  ○차량.유지비

5003,500 3,000경정 3,500,000원  ○우편요금

202 여비 45,360 50,400 △5,040

50,400 △5,04045,36001  국내여비

△5,04045,360 50,400경정 45,360,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지정면 건강 관리 지원 6,755 7,000 △245

405 자산취득비 6,755 7,000 △245

7,000 △2456,75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456,755 7,000경정 6,755,000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정면 사업 경비 298,910 306,110 △7,200

지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8,910 306,110 △7,2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4,960 302,160 △7,2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지정면
정책: 지정면 사업 경비
단위: 지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94,960 302,160 △7,200

300,000 △7,200292,80004  시설비

 △7,200 292,800  300,000  경정 292,800,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정면 행정운영경비 56,148 57,634 △1,486

지정면 인력운영비 46,034 46,634 △600

지정면 인력 운영비 46,034 46,634 △600

203 업무추진비 10,240 10,840 △600

6,000 △6005,40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5,400 6,000경정 5,400,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정면 기본경비 10,114 11,000 △886

지정면 기본경비 10,114 11,000 △886

201 일반운영비 5,130 5,700 △570

5,700 △5705,13001  사무관리비

△2702,430 2,700경정 2,430,000원  ○급량비

△3002,700 3,000경정 2,700,000원  ○부서운영수용비

202 여비 1,800 2,000 △200

2,000 △2001,80001  국내여비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관외여비

405 자산취득비 3,184 3,300 △116

3,300 △1163,184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2,084 2,200경정 2,084,000원  ○청사 대회의실 에어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