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덕읍

정책: 고객맞춤형 읍면행정구현

단위: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덕읍

대덕읍 419,037 443,996 △24,959

고객맞춤형 읍면행정구현 97,640 98,320 △680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 97,640 98,320 △680

이반장 사기진작 97,640 98,320 △680

301 일반보상금 97,640 98,320 △68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97,640 98,320 △680

○ 이장수당(회의참석수당) 13,240 13,920 △68013,240,000원

주민행정편의도모 5,304 7,664 △2,360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5,304 7,664 △2,360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5,304 7,664 △2,360

201 일반운영비 5,304 7,664 △2,360

02 공공운영비 60 2,420 △2,360

○ 인감보호 신청 안내문 발송 60 2,420 △2,36060,000원

수입관리 8,258 10,578 △2,320

자주재원 확충 8,258 10,578 △2,320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5,054 5,974 △920

201 일반운영비 5,054 5,974 △920

02 공공운영비 2,239 3,159 △920

○ 공공요금 및 제세 2,239 3,159 △920

―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관외분) 2,239 3,159 △920

ㆍ 일반우편 680 1,600 △920680,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3,204 4,604 △1,400

202 여비 1,100 2,500 △1,400

01 국내여비 1,100 2,500 △1,400

○ 국내여비 1,100 2,500 △1,400

―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 1,100 2,500 △1,4001,100,000원

관용차량 운영 5,517 5,817 △300

차량관리 5,517 5,817 △300

관용차량 유지 관리 5,517 5,817 △300

201 일반운영비 5,517 5,817 △300

02 공공운영비 5,517 5,817 △300

○ 차량운영비 5,107 5,407 △300

― 소형화물 차량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5,107 5,407 △3005,107,000원

환경정화 23,931 28,490 △4,559

청소관리 23,931 28,490 △4,559

생활쓰레기 처리운영 23,931 28,490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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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덕읍

정책: 환경정화

단위: 청소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8,411 22,970 △4,559

01 사무관리비 1,831 1,850 △19

○ 일반수용비 1,831 1,850 △19

― 시가지 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

1,231 1,250 △191,231,000원

02 공공운영비 16,580 21,120 △4,540

○ 차량운영비 13,460 18,000 △4,540

― 청소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13,460 18,000 △4,54013,460,000원

산림보호 6,410 6,960 △550

산불방지대책 6,410 6,960 △550

산불방지 6,410 6,960 △550

201 일반운영비 4,310 4,860 △550

02 공공운영비 150 700 △550

○ 산불진화차량 동력분무기 유지관리

150 700 △550150,000원

지역개발 75,428 75,458 △30

소규모주민숙원사업(대덕읍) 49,970 50,000 △30

현장방문건의사업(대덕읍) 49,970 50,000 △30

401 시설비및부대비 49,970 50,000 △30

01 시설비 49,430 49,460 △30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원 49,430 49,460 △3049,430,000원

행정운영경비(대덕읍) 152,664 166,824 △14,160

기본경비 152,664 166,824 △14,160

기본경비 152,664 166,824 △14,160

202 여비 82,840 97,000 △14,160

01 국내여비 11,170 13,000 △1,830

○ 국내여비 11,170 13,000 △1,83011,170,000원

02 월액여비 71,670 84,000 △12,330

○ 월액여비 71,670 84,000 △12,33071,6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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