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 (단위:천원)

총무과 13,964,233 13,308,498 655,735

국            111,131 111,131 0

도            134,184 112,284 21,900

군         13,718,918 13,085,083 633,835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6,441,227 5,788,702 652,525

국            111,131 111,131 0

도            134,184 112,284 21,900

군          6,195,912 5,565,287 630,625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 514,445 548,140 △33,695

각종 의전행사 추진 22,750 25,250 △2,500

201 일반운영비 17,250 18,250 △1,000

15,250 △1,00014,25003  행사운영비

 △1,000 5,000  6,000 5,000,000원*1회

  ○도 단위 공무원 교례행사 지역개최 행사

   비(예산절감)

301 일반보상금 5,000 6,500 △1,500

6,500 △1,5005,00010  행사실비보상금

 △1,500 1,500  3,000 50,000원*1회*30명

  ○도단위 3.1절, 광복절기념행사 참가자 보

   상비(예산절감)

군정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159,590 161,080 △1,490

201 일반운영비 10,640 11,360 △720

6,360 △7205,64001  사무관리비

△7204,200 4,920  ○일반수용비

 △720 1,800  2,520    50,000원*3종*12월

    ―군정추진 관련 명함 제작(예산절감)

202 여비 18,150 18,920 △770

18,920 △77018,15001  국내여비

△7707,230 8,000  ○군정추진 수행 비서실 여비

 △770 2,310  3,080    70,000원*3일*11월

    ―군정추진 수행 기사 관외 출장여비(예

        산절감)

비상 대비훈련 지원 5,480 6,480 △1,000

201 일반운영비 5,480 6,480 △1,000

6,480 △1,0005,48001  사무관리비

△1,0003,000 4,000  ○급량비

 △1,000 3,000  4,000    5,000원*100명*6식

    ―통합방위 협의회 행사 참가(동원)직원

        급식(예산절감)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110,872 125,872 △15,000

207 연구개발비 85,000 100,000 △15,000

100,000 △15,00085,00001  연구용역비

 △15,000 85,000  100,000 85,000,000원*1식

  ○중요기록물 전산화(DB)사업(3차사업)(예

   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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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 (단위:천원)

조직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80,963 86,508 △5,545

201 일반운영비 35,555 39,180 △3,625

22,570 △3,12519,44501  사무관리비

△3,12513,825 16,950  ○일반수용비

 △960 960  1,920    20,000원*4상자*12월

    ―발간실 복사용지 구입(A4)(예산절감)

 △690 1,200  1,890    10,000원*10상자*12월

    ―발간실 신문용지(A4)(예산절감)

 △1,475 2,125  3,600    85,000원*25롤

    ―발간실 인쇄기 원지(예산절감)

16,610 △50016,11002  공공운영비

△5002,800 3,300  ○시설장비 유지비

 △500 1,000  1,500    500,000원*2대

    ―발간실 제본기,재단기 등 수리 유지보

        수비(예산절감)

202 여비 42,408 44,328 △1,920

44,328 △1,92042,40801  국내여비

 △1,920 32,640  34,560

  ○조직관리 및 총무행정 추진여비(예산절감

   )

△1,92011,520 13,44060,000원*3일*8명*8회    ―관외

청사 위생 관리 81,260 86,260 △5,000

307 민간이전 70,000 75,000 △5,000

75,000 △5,00070,00005  민간위탁금

 △5,000 70,000  75,000 70,000,000원

  ○군청청사 청소용역 민간대행 수수료(예산

   절감)

청사경비 및 시설 보안 관리 46,030 48,190 △2,160

201 일반운영비 46,030 48,190 △2,160

48,190 △2,16046,03002  공공운영비

△2,16045,780 47,940  ○시설장비 유지비

 △2,160 36,720  38,880    170,000원*18개읍면*12월

    ―방범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읍면)

아름다운 정원 관리 7,500 8,500 △1,000

206 재료비 7,500 8,500 △1,000

8,500 △1,0007,50001  재료비

 △1,000 4,000  5,000 2,000,000원*2회

  ○군청소공원 조경관리(예산절감)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 1,223,220 1,241,300 △18,080

직원 후생 복지 지원 962,920 1,006,000 △43,080

303 포상금 762,520 792,600 △30,080

792,600 △30,080762,52001  포상금

△30,080762,520 792,600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지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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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 (단위:천원)

 △7,680 69,120  76,800    80,000원*72명*12월

    ―6세미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절

        감)

 △20,000 685,000  705,000    685,000,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선택적복지카드)

        (예산절감)

 △2,400 8,400  10,800    12,000원*700명

    ―공무원 암건강 검진비 지원(예산절감)

307 민간이전 200,000 213,000 △13,000

213,000 △13,000200,00006  보험금

 △13,000 200,000  213,000 200,000,000원

  ○직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예산절감)

국제 우호 교류사업 추진 134,100 109,100 25,000

301 일반보상금 106,400 81,400 25,000

29,000 5,00034,00007  민간인국외여비

5,00029,000 24,000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0 5,000  0    125,000원*40명

    ―교사학생 방문연수단 국제자매도시 연

        수경비(추가소요경비)

52,400 20,00072,40008  외빈초청여비

20,00072,400 52,400  ○국제교류 국가 방문외빈 초청여비

 20,000 20,000  0    10,000,000원*2회

    ―국제자매도시 몽골 공연단 및 대표단

        의성군 방문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2,505,473 1,688,313 817,160

국             42,201 42,201 0

도             26,900 5,000 21,900

군          2,436,372 1,641,112 795,260

교육행정 및 여론 동향 업무추진 369,930 374,930 △5,000

201 일반운영비 114,010 119,010 △5,000

58,610 △6,20052,41001  사무관리비

△6,20050,490 56,690  ○일반수용비

 △5,000 43,000  48,000    100원*430,000매

    ―의성메아리 제작(예산절감)

 △1,200 4,800  6,000    50원*24,000매*4회

    ―의성메아리 발송용 봉투제작(예산절감)

60,400 1,20061,60002  공공운영비

1,20051,600 50,400  ○공공요금 및 제세

 1,200 21,600  20,400    1,200,000원*18개소

    ―범죄감시용 CCTV, 인터넷 및 전기료

기관단체 행정 지원 37,120 39,120 △2,000

301 일반보상금 37,120 39,120 △2,000

20,000 △2,00018,000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000 18,000  20,000 18,000,000원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예산절감)

공무원 교육 훈련 505,200 527,700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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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132,700 136,700 △4,000

136,700 △4,000132,70001  사무관리비

△4,000126,000 130,000  ○위탁교육비

 △4,000 36,000  40,000    180,000원*200명

    ―전문교육 훈련(국가연수)(예산절감)

202 여비 372,500 391,000 △18,500

384,000 △21,000363,00001  국내여비

 △9,000 54,000  63,000 900,000원*60명

  ○기본교육(신규임용자 과정)(예산절감)

 △12,000 126,000  138,000 600,000원*210명

  ○선택전문(의회포함)(예산절감)

7,000 2,5009,50003  국외여비

2,5009,500 7,0009,500,000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 1,422,522 593,762 828,76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80,522 251,762 828,760

251,762 828,7601,080,522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23,570 223,570  0 223,570,000원*1식

  ○의성교육청 초등방과후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2007년 정산분)

 341,493 341,493  0 341,493,000원*1식

  ○의성교육청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징

   수분(2007년 징수분)

 159,364 159,364  0 159,364,000원*1식

  ○의성교육청 초등방과후보육교육 지원(200

   7년 징수분)

 104,333 104,333  0 104,333,000원*1식

  ○의성교육청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20

   07년 정산분)

행정 비교 시찰 40,000 44,000 △4,000

303 포상금 40,000 44,000 △4,000

44,000 △4,00040,00001  포상금

 △4,000 40,000  44,000 500,000원*80명

  ○모범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예산절

   감)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 (도비) 21,900 0 21,900

도             21,900 0 21,900

307 민간이전 21,900 0 21,900

도             21,900 0 21,900

0 21,90021,90002  민간경상보조

 21,900 21,900  0 21,900,000원*1식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

21,900도             21,900 0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 조성 251,372 274,772 △23,400

정보통신 시설확충 및 기반 조성 70,200 78,000 △7,800

405 자산취득비 70,200 78,000 △7,800

78,000 △7,80070,20001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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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 조성 (단위:천원)

△7,80070,200 78,000  ○전관방송시설 및 시스템 장비구입

 △7,800 64,200  72,000    5,350,000원*12개소

    ―음향장비 앰프외 9종(예산절감)

정보 통신 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 174,772 190,372 △15,600

201 일반운영비 159,172 173,092 △13,920

164,872 △13,920150,95202  공공운영비

△7,920135,452 143,372  ○공공요금 및 제세

 △3,600 44,400  48,000    3,700,000원*1회선*12월

    ―도~군 통합정보통신망 회선료(예산절감

        )

 △1,296 19,440  20,736    18,000원*90회선*12월

    ―시내전용(의성-의성)(예산절감)

 △1,584 13,200  14,784    22,000원*50회선*12월

    ―시내전용(의성-안계)(예산절감)

 △1,440 2,880  4,320    20원*12,000건*12월

    ―SMS 문자전송요금(예산절감)

△6,00015,500 21,500  ○시설장비유지비

 △2,000 3,000  5,000    3,000,000원*1식

    ―구내교환기시설(예산절감)

△4,0004,000 8,000100,000원*40식    ―키폰장치시설(예산절감)

202 여비 15,600 17,280 △1,680

17,280 △1,68015,60001  국내여비

 △1,680 5,040  6,720 70,000원*4명*3일*6회

  ○정보통신업무추진(관외)(예산절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 1,551,546 1,639,646 △88,100

국             68,930 68,930 0

도            107,284 107,284 0

군          1,375,332 1,463,432 △88,100

전산 보안 강화 153,758 162,758 △9,000

405 자산취득비 119,000 128,000 △9,000

128,000 △9,000119,000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56,000 65,000  ○네트워크 암호화시스템 교체

 △4,000 56,000  60,000    28,000,000원*2대

    ―네트워크 암호화시스템(VPN)장비구입(

        예산절감)

 △5,000 0  5,000    0원

    ―암호화시스템 센터관리용 서버구입(예

        산절감)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보급 228,700 266,500 △37,800

405 자산취득비 228,700 266,500 △37,800

266,500 △37,800228,700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800157,700 191,500  ○업무용 PC 및 프린트 구입

 △22,500 127,500  150,000    850,000원*150대

    ―업무용 PC 구입(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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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 (단위:천원)

 △7,500 15,000  22,500    300,000원*50대

    ―업무용 LCD 모니터 구입(예산절감)

 △3,800 15,200  19,000    400,000원*38대

    ―레이저프린트 구입(실과소, 읍면)(예산

        절감)

△4,00056,000 60,000  ○행정용업무 통합스토리지 장비증설

 △4,000 36,000  40,000    36,000,000원*1식

    ―통합스토리지 EVA8000 증설(예산절감)

소프트웨어 보급 63,000 65,000 △2,000

201 일반운영비 22,000 24,000 △2,000

24,000 △2,00022,00001  사무관리비

△2,00022,000 24,000  ○일반수용비

 △2,000 10,500  12,500    250,000원*42user

    ―업무용  MS OFFICE 구입(예산절감)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추진 135,580 149,280 △13,700

201 일반운영비 116,080 127,680 △11,600

122,580 △11,600110,98002  공공운영비

△11,600110,980 122,580  ○시설장비 유지비

 △2,000 22,000  24,000    275,000,000원*8%

    ―시군구행정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예산절감)

 △9,600 20,400  30,000    850,000원*400대*6%

    ―업무용 PC 유지비(예산절감)

202 여비 19,500 21,600 △2,100

21,600 △2,10019,50001  국내여비

 △2,100 6,300  8,400 70,000원*5명*3일*6회

  ○지역정보화 업무추진(관외)(예산절감)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28,240 32,240 △4,000

201 일반운영비 28,240 32,240 △4,000

32,240 △4,00028,24002  공공운영비

△4,00028,240 32,240  ○시설장비 유지비

 △4,000 28,240  32,240    353,000,000원*8%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예산절감)

행정 전산망 운영 280,279 301,879 △21,600

201 일반운영비 191,579 211,179 △19,600

211,179 △19,600191,57902  공공운영비

△14,640160,380 175,020  ○공공요금 및 제세

 △5,520 113,160  118,680    410,000원*12월*23개소

    ―원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 (E1급 군 <->

        읍면, 사업소간)(예산절감)

 △9,120 46,080  55,200    320,000원*12월*12개소

    ―원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 (5M급 군 <->

        읍면, 사업소간)(예산절감)

△4,96031,199 36,159  ○시설장비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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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 (단위:천원)

 △4,960 11,040  16,000    138,000,000원*8%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예산절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38,000 40,000 △2,000

40,000 △2,00038,00004  시설비

 △2,000 18,000  20,000 100,000원*180PORT

  ○LAN 케이블 증설(예산절감)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395,171 396,531 △1,360

효율적인 인사관리 352,171 339,531 12,640

201 일반운영비 41,850 44,950 △3,100

44,950 △3,10041,85001  사무관리비

△3,10037,730 40,830  ○일반수용비

 △1,000 4,000  5,000    4,000원*2종*500매

    ―인사발령통지(내·외피)제작(예산절감)

 △1,200 2,000  3,200    500원*8종*500매

    ―인사기록 카드서식(예산절감)

 △900 4,500  5,400    2,500원*50문항*3과목*3명*4회

    ―시험 출제위원 수당(객관식)(예산절감)

202 여비 16,860 18,120 △1,260

18,120 △1,26016,86001  국내여비

 △1,260 6,300  7,560 70,000원*3명*3일*10회

  ○인사행정전산화 및 총액인건비 합동작업(

   예산절감)

303 포상금 26,200 9,200 17,000

9,200 17,00026,20001  포상금

 △1,000 7,000  8,000 100,000원*35명*2회

  ○우수공무원 시상(예산절감)

 18,000 18,000  0 450,000원*40명

  ○모범근로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퇴직공무원 후생 지원 43,000 57,000 △14,000

303 포상금 42,800 56,800 △14,000

56,800 △14,00042,80001  포상금

 △14,000 28,000  42,000

  ○퇴직예정 공무원(가족)해외연수(예산절감

   )

△8,00016,000 24,0002,000,000원*8명    ―공무원

△6,00012,000 18,0001,500,000원*8명    ―가족

행정운영경비(총무과) 7,510,364 7,507,154 3,210

인력운영비 7,366,031 7,367,141 △1,110

인력운영비 210,200 211,310 △1,110

203 업무추진비 70,190 71,300 △1,110

19,100 △1,11017,990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10 9,990  11,100 54,000원*185명

  ○정원 101명~300명까지(예산절감)

기본경비 144,333 140,013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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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총무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기본경비 144,333 140,013 4,320

201 일반운영비 128,313 122,913 5,400

106,805 600107,40501  사무관리비

△1,20033,080 34,280  ○일반수용비

 △1,200 10,800  12,000    180,000원*5대*12월

    ―사무용 전산용품 및 소모품(예산절감)

1,8006,300 4,500  ○급량비

 1,800 1,800  0    2,000원*30명*30일

    ―비상근무자 급식(단가 인상분-수해복구

        등)

16,108 4,80020,90802  공공운영비

4,80020,908 16,108  ○공공요금 및 제세

 4,800 4,800  0    400,000원*12월

    ―우편요금(등기) 연간부족액

202 여비 11,520 12,600 △1,080

12,600 △1,08011,52001  국내여비

 △1,080 11,520  12,600 64,000원*30명*2일*3회

  ○총무과 종합행정 업무추진 여비(예산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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