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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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초면 637,694 662,638 △24,944

소초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236,061 247,718 △11,657

소초면 주민생활지원 236,061 247,718 △11,657

소초면 주민참여행정 102,980 103,520 △540

201 일반운영비 560 1,000 △440

1,000 △44056003  행사운영비

 △440 560  1,000  경정 560,000원

  ○소초면 독립만세기념비 제례식

301 일반보상금 102,420 102,520 △100

1,000 △10090010  행사실비보상금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교육 및 행사등 참석자 실비보상

소초면 청사운영관리 32,744 34,238 △1,494

101 인건비 1,744 1,938 △194

1,938 △1941,744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1,744 1,938경정 1,744,000원  ○복지회관청소인부임

201 일반운영비 28,000 29,000 △1,000

29,000 △1,00028,00002  공공운영비

△1,0004,000 5,000경정 4,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05 자산취득비 3,000 3,300 △300

3,300 △3003,000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1,290 1,300경정 1,290,000원  ○회의실 에어컨

△2901,710 2,000경정 1,710,000원  ○난방용 난로(화레이)

소초면 행정지원 94,073 102,960 △8,887

201 일반운영비 24,121 26,200 △2,079

16,784 △1,67815,10601  사무관리비

△1,47813,306 14,784경정 13,306,000원  ○일반수용비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운영수당

9,416 △4019,01502  공공운영비

△4015,599 6,000경정 5,599,000원  ○우편요금

202 여비 48,384 53,760 △5,376

53,760 △5,37648,38401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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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자산취득비 21,568 23,000 △1,432

23,000 △1,43221,568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2,020 2,300경정 2,020,000원  ○인증기

△1,0000 1,000경정 0원  ○정수기

1,0001,000 01,000,000원*1식  ○레이져프린터기

△50450 500경정 450,000원  ○민원인용탁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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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080 1,200경정 1,080,000원  ○민원인용의자

△98217,018 18,000경정 17,018,000원  ○소형화물차교체

소초면 건강관리지원 6,264 7,000 △736

405 자산취득비 6,264 7,000 △736

7,000 △7366,26401  자산및물품취득비

△7366,264 7,000경정 6,264,000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소초면 사업경비 335,910 344,912 △9,002

소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5,910 344,912 △9,002

소초면 주민숙원사업 334,488 342,542 △8,054

401 시설비및부대비 334,488 342,542 △8,054

340,000 △7,800332,20004  시설비

△7,000293,000 300,000경정 293,000,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00 39,200  40,000  경정 39,200,000원

  ○반딧불이생태관 내부수로 및 조형물 외6

    종 설치

2,542 △2542,28806  시설부대비

△2542,288 2,542경정 2,288,000원  ○시설부대비

소초면 도로정비 1,422 2,370 △948

101 인건비 1,422 2,370 △948

2,370 △9481,422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8 1,422  2,370  경정 1,422,000원

  ○도로관리(제설) 및 환경정비

소초면 행정운영경비 65,723 70,008 △4,285

소초면 인력운영비 48,404 51,188 △2,784

소초면 인력운영비 48,404 51,188 △2,784

101 인건비 38,256 40,268 △2,012

40,268 △2,01238,25602  수당

△2,01238,256 40,268경정 38,256,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03 업무추진비 10,148 10,920 △772

6,000 △6005,40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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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25695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95 720경정 69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00 △1474,05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74,053 4,200경정 4,05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소초면 기본경비 17,319 18,820 △1,501

소초면 기본경비 17,319 18,820 △1,501

201 일반운영비 7,668 8,520 △852

8,520 △8527,66801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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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소초면
정책: 소초면 행정운영경비
단위: 소초면 기본경비 (단위:천원)

△2522,268 2,520경정 2,268,000원  ○급량비

202 여비 1,800 2,000 △200

2,000 △2001,80001  국내여비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관외여비

405 자산취득비 7,851 8,300 △449

8,300 △4497,85101  자산및물품취득비

△2696,231 6,500경정 6,231,000원  ○PC

△1801,620 1,800경정 1,620,000원  ○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