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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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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신광면 416,327 427,627 △11,300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174,812 181,892 △7,080

주민자치센터 및 찜질방 운영 65,248 70,948 △5,700

주민자치센터운영 49,408 54,108 △4,700

201 일반운영비 41,408 46,108 △4,700

01 사무관리비 38,060 42,760 △4,70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4,700             19,200          △4,50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홍보현수막제작                   160                360            △200

  980,000원 * 1.5종 * 10월

  80,000원 * 2회

찜질방운영 15,840 16,840 △1,000

201 일반운영비 15,840 16,840 △1,000

02 공공운영비 14,840 15,840 △1,000

  ○ 전기요금(일반,심야)                13,400             14,400          △1,000  1,116,666원 * 12월

청사경영관리 25,064 26,444 △1,380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15,396 16,776 △1,380

301 일반보상금 120 1,500 △1,38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 1,500 △1,380

  ○ 중식비                   120              1,500          △1,380  5,000원 *1명 * 24일 * 1월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160,435 164,655 △4,220

가로등관리 51,662 52,162 △500

가로등 유지 및 보수 51,662 52,162 △500

201 일반운영비 25,900 26,400 △500

02 공공운영비 25,900 26,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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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광면
정책: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가로등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전기요금                25,900             26,400            △500  2,158,333원 * 12월

공원 및 도로변 가꾸기 54,287 57,007 △2,720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화단 가꾸기 30,928 32,958 △2,030

201 일반운영비 3,700 4,330 △630

01 사무관리비 3,700 4,330 △630

  ○ 가로화단 관리 조성 매식비                 2,100              2,730            △630  7,000원 * 10명 * 3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19,608 21,008 △1,400

01 시설비 19,500 20,900 △1,400

  ○ 군유산야생차단지 칡넝쿨 등 정비                 3,600              4,000            △400

  ○ 자연생태공원입구 국도23호선법면 화단조성공사                 9,000             10,000          △1,000

  3,600,000원 * 1식

  9,000,000원 * 1식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23,359 24,049 △69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559 23,249 △690

01 시설비 22,310 23,000 △690

  ○ 주요도로변 미관저해물 정비공사                 4,850              5,000            △150

  ○ 에코함평 홍보벽화그리기사업                11,640             12,000            △360

  ○ 에코함평 공공디자인 보강공사                 5,820              6,000            △180

  4,850,000원 * 1식

  2,910,000원 * 4개마을

  1,455,000원 * 4개소

주민숙원사업 추진 54,486 55,486 △1,000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44,378 45,378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4,378 45,378 △1,000

01 시설비 34,000 35,000 △1,000

  ○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34,000             35,000          △1,000  34,0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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