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부산면

정책: 주민행정편의도모

단위: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5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부산면

부산면 201,775 206,156 △4,381

주민행정편의도모 4,281 4,447 △166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4,281 4,447 △166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4,281 4,447 △166

201 일반운영비 4,281 4,447 △166

01 사무관리비 3,161 3,327 △166

○ 일반수용비 2,671 2,837 △166

― 주민등록업무 수용비 2,103 2,269 △166

ㆍ 복사용지 구입(절감) 554 720 △166554,000원

수입관리 6,537 6,705 △168

자주재원 확충 6,537 6,705 △168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3,538 3,626 △88

201 일반운영비 3,538 3,626 △88

01 사무관리비 1,681 1,769 △88

○ 일반수용비 1,681 1,769 △88

― 과세자료 보존용 바인더등 소모품 구입(절

감) 362 450 △88362,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2,999 3,079 △80

202 여비 1,520 1,600 △80

01 국내여비 1,520 1,600 △80

○ 국내여비 1,520 1,600 △80

―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절감)

1,520 1,600 △801,520,000원

환경정화 11,366 11,420 △54

청소관리 11,366 11,420 △54

생활쓰레기 처리운영 11,366 11,420 △54

201 일반운영비 10,526 10,580 △54

01 사무관리비 1,026 1,080 △54

○ 일반수용비 1,026 1,080 △54

―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홍보물 제작(절감)

246 300 △54246,000원

녹지관리 465 490 △25

조림사업 추진 465 490 △25

조림업무 추진 465 490 △25

201 일반운영비 465 490 △25

01 사무관리비 465 490 △25

○ 산림업무 추진 급량비(식목일, 육림의 날 행

사)(절감) 465 490 △25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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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면

정책: 산림보호

단위: 산불방지대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림보호 6,258 6,440 △182

산불방지대책 6,258 6,440 △182

산불방지 6,258 6,440 △182

201 일반운영비 4,158 4,340 △182

01 사무관리비 3,458 3,640 △182

○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절감) 3,458 3,640 △1823,458,000원

행정운영경비(부산면) 81,278 85,064 △3,786

기본경비 81,278 85,064 △3,786

기본경비 81,278 85,064 △3,786

202 여비 39,814 43,600 △3,786

01 국내여비 7,894 10,000 △2,106

○ 국내여비(절감) 7,894 10,000 △2,1067,894,000원

02 월액여비 31,920 33,600 △1,680

○ 월액여비(절감) 31,920 33,600 △1,68031,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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