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흥읍

정책: 수입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5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흥읍

장흥읍 468,441 476,815 △8,374

수입관리 28,960 29,642 △682

자주재원 확충 28,960 29,642 △682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20,584 20,991 △407

201 일반운영비 20,584 20,991 △407

01 사무관리비 7,724 8,131 △407

○ 일반수용비 7,724 8,131 △407

― 과세자료 보존용 바인더등 소모품 구입(절

감) 4,094 4,501 △4074,094,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8,376 8,651 △275

202 여비 5,225 5,500 △275

01 국내여비 5,225 5,500 △275

○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절감)

5,225 5,500 △2755,225,000원

주민행정편의도모 13,916 14,401 △485

주민편의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13,916 14,401 △485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13,916 14,401 △485

201 일반운영비 13,916 14,401 △485

01 사무관리비 9,216 9,701 △485

○ 일반수용비 8,726 9,211 △485

― 주민등록업무 5,205 5,690 △485

ㆍ 복사용지 구입(절감) 2,395 2,880 △4852,395,000원

환경정화 61,093 61,340 △247

청소관리 61,093 61,340 △247

생활쓰레기 처리운영 61,093 61,340 △247

201 일반운영비 58,573 58,820 △247

01 사무관리비 4,693 4,940 △247

○ 시가지 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절감)

3,693 3,940 △2473,693,000원

녹지관리 465 490 △25

조림사업 추진 465 490 △25

조림업무 추진 465 490 △25

201 일반운영비 465 490 △25

01 사무관리비 465 490 △25

○ 산림업무추진 급량비(식목일, 육림의 날 행

사)(절감) 465 490 △25465,000원

산림보호 7,800 8,260 △460

산불방지대책 7,800 8,26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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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흥읍

정책: 산림보호

단위: 산불방지대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불방지 7,800 8,260 △460

201 일반운영비 5,700 6,160 △460

01 사무관리비 5,000 5,460 △460

○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절감) 5,000 5,460 △4605,000,000원

행정운영경비(장흥읍) 162,787 169,262 △6,475

기본경비 162,787 169,262 △6,475

기본경비 162,787 169,262 △6,475

202 여비 85,093 91,100 △6,007

02 월액여비 63,593 69,600 △6,007

○ 월액여비(절감) 63,593 69,600 △6,00763,593,000원

203 업무추진비 11,692 11,960 △268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02 1,160 △58

○ 장흥읍(절감) 1,102 1,160 △581,102,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30인이상)(절감)

3,990 4,200 △2103,990,000원

405 자산취득비 2,800 3,000 △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 3,000 △200

○ 공통 자산취득비(절감) 2,800 3,000 △200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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