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덕산읍

정책: 행정운영경비(덕산읍)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덕산읍

덕산읍 1,492,591 1,520,961 △28,370

행정운영경비(덕산읍) 110,196 124,776 △14,580

기본경비 110,196 124,776 △14,580

기본경비 97,556 112,136 △14,580

202 여비 46,386 60,966 △14,580

02 월액여비 43,740 58,320 △14,580

○월액여비 43,740 58,320 △14,580경정 180,000원*27명*12월*75%

기초행정서비스 강화(덕산읍) 1,382,395 1,396,185 △13,790

주민복지향상 575,502 582,063 △6,561

청사운영관리 225,840 228,752 △2,912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027 107,800 △2,773

01 시설비 105,027 107,800 △2,773

○중회의실 전광판 설치공사

9,490 10,000 △510

○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19,620 21,800 △2,180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 13,917 14,000 △83

경정 9,490,000원*1식

경정 19,620,000원

경정 13,917,000원

405 자산취득비 1,761 1,900 △139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61 1,900 △139

○노트북 구입 1,318 1,400 △82

○중회의실 영사용 스크린 구입

443 500 △57

경정 1,318,000원*1대

경정 443,000원*1개

혁신도시출장소운영관리 44,147 44,773 △626

401 시설비및부대비 9,374 10,000 △626

01 시설비 9,374 10,000 △626

○혁신도시출장소 다목적실 기능보강사업

9,374 10,000 △626경정 9,374,000원*1식

도로 및 행락지 미화사업 32,657 35,680 △3,023

101 인건비 32,657 35,680 △3,02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57 35,680 △3,023

○도로 및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24,740 27,488 △2,748

○4대보험료 등 2,474 2,749 △275

경정 68,720원*2명*180일

경정 24,739,200원*10%

주민숙원사업 806,893 814,122 △7,229

주민숙원사업 422,484 412,916 9,568

401 시설비및부대비 390,700 394,916 △4,216

01 시설비 387,784 392,000 △4,216

○가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A=12a)

25,077 20,000 5,077경정 25,077,000원



부서: 덕산읍

정책: 기초행정서비스 강화(덕산읍)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매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A=18a)

25,678 30,000 △4,322

○하고마을 도로 재포장공사 (A=12a)

18,638 20,000 △1,362

○귀농2구 배수로 정비공사 (L=150m)

24,728 15,000 9,728

○도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L=200m)

13,111 25,000 △11,889

○기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L=100m)

7,095 10,000 △2,905

○하석마을 농로포장공사 (L=200m)

23,871 30,000 △6,129

○장암마을 세천 정비공사 (L=200m)

32,668 40,000 △7,332

○한천마을 재포장공사 (A=12a)

22,870 20,000 2,870

○구말문화센터 야외무대 전기 등 보완공사 39,048 42,000 △2,952

― 전기 및 조명 공사 11,302 10,000 1,302

― 무대 창고 및 난간 설치

19,746 32,000 △12,254

― 무대 싸인물 설치 8,000 0 8,000

○장암마을 정자보수 5,000 0 5,000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80,000 70,000 10,000

경정 25,678,000원

경정 18,638,000원

경정 24,728,000원

경정 13,111,000원

경정 7,095,000원

경정 23,871,000원

경정 32,668,000원

경정 22,870,000원

경정 11,302,000원

경정 19,746,000원

8,000,000원

5,000,000원

경정 80,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31,784 18,000 13,78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784 18,000 13,784

○구말문화센터 야외무대 방송장비 구입설치

17,784 18,000 △216

○구말문화센터 야외무대 영화 상영장치 구입

12,000 0 12,000

○구말문화센터 냉장고 구입 2,000 0 2,000

경정 17,784,000원

12,000,000원

2,000,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14,195 129,480 △15,285

401 시설비및부대비 114,195 129,480 △15,285

01 시설비 114,195 129,480 △15,285

○용소마을 진입로 환경개선 6,650 7,000 △350

○한천초 화단 정비 13,500 15,000 △1,500

○우방아이유쉘아파트 후문 어린이승강장 부스

설치 15,886 18,200 △2,314

○신평마을 진입로변 환경 조성

13,413 18,000 △4,587

○한천마을 안길 꽃길 및 조경수 조성

18,000 20,000 △2,000

○도장마을 표지석 설치 8,184 8,800 △616

○시장3구마을 비가림시설 및 정자창호공사

9,522 10,580 △1,058

○가척마을회관 비가림 설치 9,025 9,900 △875

경정 6,650,000원

경정 13,500,000원

경정 15,886,000원

경정 13,413,000원

경정 18,000,000원

경정 8,184,000원

경정 9,522,000원

경정 9,025,000원



부서: 덕산읍

정책: 기초행정서비스 강화(덕산읍)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말복지센터 풋살장 조명공사

13,365 15,000 △1,635

○상신초 장미울타리 및 꽃잔디 환경 조성

6,650 7,000 △350

경정 13,365,000원

경정 6,650,000원

구말복지센터 운영 20,270 21,782 △1,512

101 인건비 13,607 15,119 △1,51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07 15,119 △1,512

○구말문화센터 관리 인부임

12,370 13,744 △1,374

○4대보험료 등 1,237 1,375 △138

경정 68,720원*180일*1명

경정 12,369,600원*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