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약산면

정책: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고객맞춤형 읍면행정 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약산면 792,511 864,224 △71,713

주민 행정 편의 도모(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270,093 280,093 △10,000

고객맞춤형 읍면행정 구현 270,093 280,093 △10,000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0,080 20,080 △10,000

301 일반보전금 0 10,000 △10,000

09 행사실비지원금 0 10,000 △10,000

○ 자매결연단체 교류방문 실비 0 3,300 △3,300

○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석 지원 0 500 △500

○ 면정 주요행사 민간인 참석 실비 0 3,200 △3,200

○ 향우회 각종 행사 참석 지원 0 3,000 △3,00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105,530 106,730 △1,200

자치센터운영 3,600 4,800 △1,200

주민자치센터 운영 3,600 4,800 △1,200

201 일반운영비 3,600 4,800 △1,200

02 공공운영비 3,600 4,800 △1,200

○ 건강증진센터, 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3,600 4,800 △1,200경정 400,000원 * 9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문화및관광/문화및관광일반) 13,577 14,737 △1,160

관광기반 관리 13,577 14,737 △1,160

해수욕장 관리 운영 13,577 14,737 △1,160

201 일반운영비 5,090 6,250 △1,160

02 공공운영비 1,840 3,000 △1,160

○ 가사 동백숲 해변상황실 관리 비품

1,840 3,000 △1,160경정 1,839,280원 * 1식

환경보호(환경/환경보호일반) 26,850 55,300 △28,450

청소관리 26,850 55,300 △28,450

폐기물처리장 운영 관리 22,150 50,600 △28,450

201 일반운영비 22,150 50,600 △28,450

02 공공운영비 22,150 50,600 △28,450

○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유 구입

750 3,000 △2,250

○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운영비

500 4,800 △4,300

○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로 연료비

20,400 40,800 △20,400

○ 폐기물종합처리장 안전용품 구입

500 2,000 △1,500

경정 1,500원 * 10L * 10일 * 5월

경정 100,000원 * 5월

경정 3,400,000원 * 6월

경정 500,000원 * 1식

행정운영경비(약산면)(기타/기타) 331,411 362,314 △30,903

인력운영비 226,293 241,884 △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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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약산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약산면)(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인력운영비(약산면) 226,293 241,884 △15,591

101 인건비 226,293 241,884 △15,591

01 보수 67,447 83,038 △15,591

○ 초과근무수당 66,642 82,233 △15,591

＊ 6급

27,224 31,412 △4,188

＊ 7급

19,673 22,700 △3,027

＊ 8급 4,189 5,095 △906

＊ 9급 15,556 23,026 △7,470

경정 11,634원 * 5인 * 39시간 * 12월

경정 10,509원 * 4인 * 39시간 * 12월

경정 9,434원 * 1인 * 37시간 * 12월

경정 8,528원 * 4인 * 38시간 * 12월

기본경비 105,118 120,430 △15,312

기본경비(약산면) 105,118 120,430 △15,312

202 여비 48,048 63,360 △15,312

01 국내여비 48,048 63,360 △15,312

○ 국내여비(관외,관내)

48,048 63,360 △15,312경정 22,000원 * 13명 * 14일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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