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나산면

정책: 주민행정 편의 도모

단위: 청사경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4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나산면

나산면 682,784 673,960 8,824

주민행정 편의 도모 284,786 300,962 △16,176

청사경영관리 84,212 85,388 △1,176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67,905 69,081 △1,176

201 일반운영비 28,889 30,065 △1,176

02 공공운영비 21,387 22,563 △1,176

○ 청사 난방기 연료(등유)구입 (회의실 2)

1,176 2,352 △1,176경정 1,470원*8시간*50일*2대

주민자치센터 및 찜질방 운영 100,904 115,904 △15,000

찜질방 운영 2,424 12,424 △10,000

201 일반운영비 2,424 12,424 △10,000

01 사무관리비 900 1,200 △300

○ 찜질방 운영 소모품 구입

900 1,200 △300경정 75,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1,524 11,224 △9,700

○ 찜질방 전기요금 120 4,800 △4,680

○ 찜질방 상하수도요금 122 840 △718

○ 찜질방 유류대 294 4,176 △3,882

○ 찜질방 화재보험료 80 500 △420

경정 10,000원*12월

경정 10,100원*12월

경정 1,745원*14ℓ *12월

경정 80,000원*1회

노인복지센터 운영 98,480 103,480 △5,000

201 일반운영비 80,840 85,840 △5,000

01 사무관리비 49,340 59,340 △10,000

○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2,400 32,400 △10,000

- 노래교실 9,600 10,800 △1,200

- 농악교실 3,200 10,800 △7,600

- 요가교실 9,600 10,800 △1,200

경정 100,000원*8회*12월

경정 100,000원*8회*4월

경정 100,000원*8회*12월

02 공공운영비 31,500 26,500 5,000

○ 전기요금 19,000 14,000 5,000경정 1,583,333원*12월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 309,862 284,862 25,000

공원 및 도로변 가꾸기 35,108 40,108 △5,000

공원 유지관리 9,145 14,145 △5,000

206 재료비 2,085 7,085 △5,000

01 재료비 2,085 7,085 △5,000

○ 수변공원 수목 이식 등 0 2,000 △2,000

○ 수변공원 관리 퇴비 및 상토구입

360 1,200 △840

○ 공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210 525 △315

○ 수변공원 관리 고형 복합비료 구입

1,515 3,360 △1,845

경정 0원

경정 6,000원*30포*2회

경정 35,000원*3종*2회

경정 1,5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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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나산면

정책: 주민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

단위: 주민 숙원사업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민 숙원사업 추진 198,320 168,320 30,000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198,320 168,32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5,270 165,270 30,000

01 시설비 175,000 145,000 30,000

○ 나산면 청사 뒷편 주차장 포장공사

30,000 0 30,0001,00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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