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평면

정책: 주민행정편의도모

단위: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장평면

장평면 339,536 362,650 △23,114

주민행정편의도모 4,877 5,285 △408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4,877 5,285 △408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4,877 5,285 △408

201 일반운영비 4,877 5,285 △408

02 공공운영비 1,330 1,738 △408

○ 인감보호 신청 안내문 발송 1,330 1,738 △4081,330,000원

수입관리 7,156 9,872 △2,716

자주재원 확충 7,156 9,872 △2,716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5,248 6,164 △916

201 일반운영비 5,248 6,164 △916

02 공공운영비 3,000 3,916 △916

○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3,916 △916

―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0 3,916 △916

ㆍ 등기우편 1,234 2,150 △9161,234,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1,908 3,708 △1,800

202 여비 0 1,800 △1,800

01 국내여비 0 1,800 △1,800

○ 국내여비 0 1,800 △1,800

―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 0 1,800 △1,8000원

관용차량운영 2,681 6,181 △3,500

차량관리 2,681 6,181 △3,500

관용차량 유지 관리 2,681 6,181 △3,500

201 일반운영비 2,681 6,181 △3,500

02 공공운영비 2,681 6,181 △3,500

○ 차량운영비 2,271 5,771 △3,500

― 소형화물 차량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2,271 5,771 △3,5002,271,000원

청사시설물 및 재산관리 7,432 9,932 △2,500

청사관리 7,432 9,932 △2,500

청사관리 및 유지 7,432 9,932 △2,500

201 일반운영비 7,432 9,932 △2,500

02 공공운영비 7,432 9,932 △2,500

○ 연료비 1,708 4,208 △2,500

― 난방용 유류대 1,708 4,208 △2,5001,708,000원

환경정화 13,380 15,380 △2,000

청소관리 13,380 15,38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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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평면

정책: 환경정화

단위: 청소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생활쓰레기 처리운영 13,380 15,380 △2,000

201 일반운영비 10,860 12,860 △2,000

02 공공운영비 9,160 11,160 △2,000

○ 차량운영비 7,600 9,600 △2,000

― 청소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7,600 9,600 △2,0007,600,000원 * 1식

녹지관리 30,310 30,600 △290

조림사업 추진 30,310 30,600 △290

조림업무 추진 30,310 30,600 △29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710 30,000 △290

01 시설비 29,710 30,000 △290

○ 연도변 칡덩굴 제거 사업 9,710 10,000 △2909,710,000원

산림보호 6,260 6,960 △700

산불방지대책 6,260 6,960 △700

산불방지 6,260 6,960 △700

201 일반운영비 4,160 4,860 △700

02 공공운영비 0 700 △700

○ 산불진화차량 동력분무기 유지관리 0 700 △7000원

행정운영경비(장평면) 100,474 111,474 △11,000

기본경비 100,474 111,474 △11,000

기본경비 100,474 111,474 △11,000

201 일반운영비 40,854 42,854 △2,000

02 공공운영비 8,728 10,728 △2,000

○ 공공요금 및 제세 8,728 10,728 △2,0008,728,000원

202 여비 46,700 55,700 △9,000

01 국내여비 10,500 12,500 △2,000

○ 국내여비 10,500 12,500 △2,00010,500,000원

02 월액여비 36,200 43,200 △7,000

○ 월액여비 36,200 43,200 △7,00036,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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