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손불면 ~ 손불면

부서: 손불면
정책: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주민자치센터 및 찜질방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손불면 463,071 474,999 △11,928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249,537 255,428 △5,891

주민자치센터 및 찜질방 운영 87,266 91,070 △3,804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62,144 65,280 △3,136

201 일반운영비 52,344 55,280 △2,936

01 사무관리비 46,092 48,900 △2,808

  ○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9,152             20,160          △1,008

  ○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25,200             27,000          △1,800

  66,500원 * 24명 * 12월

  100,000 * 3종목 * 84일

02 공공운영비 6,252 6,380 △128

  ○ 주민자치센터 책임보험료                   672                800            △128  672,000원*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9,800 10,000 △200

01 시설비 9,800 10,000 △200

  ○ 면민 복지회관 정비 및 누수공사                 9,800             10,000            △200  9,800,000원 * 1식

찜질방 운영 23,832 24,400 △568

201 일반운영비 23,832 24,400 △568

01 사무관리비 900 1,000 △100

  ○ 공중목욕장 부품수선비                   900              1,000            △100  900,000원 * 1식

02 공공운영비 22,932 23,400 △468

  ○ 공중목욕장 및 찜질방 경유구입비                22,932             23,400            △468  1,470원*1,300ℓ*12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 1,290 1,390 △100

201 일반운영비 1,290 1,390 △100

01 사무관리비 850 950 △100

  ○ 복지상담실 운영비                   500                600            △100  50,000원*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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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손불면
정책: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청사경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청사경영관리 43,201 44,798 △1,597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31,439 32,424 △985

201 일반운영비 18,820 19,805 △985

01 사무관리비 860 900 △40

  ○ 한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비                   860                900             △40  57,333원 * 15대

02 공공운영비 17,960 18,905 △945

  ○ 청사관리 유지비                 2,055              3,000            △945  2,055,000원*1식

차량유지관리 8,341 8,780 △439

201 일반운영비 8,341 8,780 △439

02 공공운영비 8,341 8,780 △439

  ○ 차량유지비(유류,수선비 등)                 7,561              8,000            △439  3,780,500원*2대

방역활동지원 3,421 3,594 △173

101 인건비 736 768 △3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6 768 △32

  ○ 방역소독인부임                   736                768             △32  32,000원 * 1명 * 23일

201 일반운영비 2,685 2,826 △141

02 공공운영비 2,685 2,826 △141

  ○ 방역용 유류대(경유)                 2,109              2,250            △141  1,406원 * 50ℓ* 30회

안악해수욕장 운영 관리 3,850 4,340 △490

안악해수욕장 운영 관리 3,850 4,340 △490

201 일반운영비 3,850 4,340 △490

01 사무관리비 3,850 4,340 △490

  ○ 화장실 관리운영비                   700                840            △140  70,000원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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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손불면
정책: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안악해수욕장 운영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원두막 및 의자 등 유지보수                 1,800              2,000            △200

  ○ 안악해수욕장 이미자 노래비 유지보수                   900              1,000            △100

  ○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등 구입                   450                500             △50

  1,800,000원 * 1식

  900,000원 * 1식

  450,000원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129,047 133,908 △4,861

가로등 관리 49,863 51,290 △1,427

가로등 유지 및 보수 49,863 51,290 △1,427

201 일반운영비 30,576 31,200 △624

02 공공운영비 30,576 31,200 △624

  ○ 전기요금                30,576             31,200            △624  2,548,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9,287 20,090 △803

01 시설비 19,287 20,090 △803

  ○ 가로등 보수비                19,287             20,090            △803  48,001원*574등*70%

공원 및 도로변 가꾸기 25,836 27,240 △1,404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화단 관리 24,036 25,240 △1,204

201 일반운영비 1,558 1,640 △82

01 사무관리비 1,558 1,640 △82

  ○ 예취기 및 기계톱 수선비                   518                600             △82  43,166원*6대*2회

206 재료비 5,100 5,500 △400

01 재료비 5,100 5,500 △400

  ○ 가로화단식재용 초화류 구입                 3,600              4,000            △400  900원*4,000본

401 시설비및부대비 17,378 18,100 △722

01 시설비 17,378 18,100 △722

  ○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9,278             10,000            △722  9,278,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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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손불면
정책: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공원 및 도로변 가꾸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1,800 2,000 △200

201 일반운영비 1,800 2,000 △200

01 사무관리비 1,800 2,000 △200

  ○ 손불입구 번영호 및 조형물 관리                 1,800              2,000            △200

    - 도색 등 정비                 1,400              1,600            △200  1,400,000원 * 1식

주민숙원사업  추진 53,348 55,378 △2,030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34,048 35,378 △1,33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048 35,378 △1,330

01 시설비 33,670 35,000 △1,330

  ○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33,670             35,000          △1,330  33,670,000원*1식

소규모 재해 및 긴급복구사업 등 장비 임차료 19,300 20,000 △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300 20,000 △700

01 시설비 9,800 10,000 △200

  ○ 긴급농로 사리 부설비                 9,800             10,000            △200  9,800,000원 * 1식

03 시설부대비 9,500 10,000 △500

  ○소규모재해 및 긴급복구사업 등 장비임차료                 9,500             10,000            △500  9,500,000원 * 1식

행정운영경비(손불면)(기타/기타) 84,487 85,663 △1,176

기본경비 65,564 66,740 △1,176

부서운영기본경비 59,664 60,840 △1,176

201 일반운영비 21,270 22,320 △1,050

01 사무관리비 18,420 19,320 △900

  ○ 관서운영 일반운영비(수용비,급양비)                 8,500              9,000            △500

  ○ 프린터,복사기,인증기등 수선 및 소모품입                 8,000              8,400            △400

  47,222원 * 15명 * 12월

  800,000원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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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손불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손불면)(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2,850 3,000 △150

  ○ 사무실 우편요금등                 2,850              3,000            △150  237,500원 *12월

202 여비 38,394 38,520 △126

01 국내여비 38,394 38,520 △126

  ○ 각종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1,596              1,680             △84

  ○ 법원등원 및 민원업무 추진여비                   798                840             △42

  66,500원*2명*12월

  66,500원*1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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