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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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10,301,455 11,144,892 △843,437

국             44,544 42,201 2,343

도              4,000 5,000 △1,000

군         10,252,911 11,097,691 △844,780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3,258,332 3,481,269 △222,937

국             44,544 42,201 2,343

도              4,000 5,000 △1,000

군          3,209,788 3,434,068 △224,280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 507,445 514,445 △7,000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103,872 110,872 △7,000

201 일반운영비 18,872 25,872 △7,000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

25,872 △7,00018,872

△7,00018,872 25,872

 △7,000 18,872  25,872   18,872,000원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 1,186,220 1,223,220 △37,000

국제 우호 교류사업 추진 97,100 134,100 △37,000

202 여비 8,000 20,000 △12,000

03  국외여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도시(중국) 우호교류 방문

    ―국제우호교류 추진 도시(몽골) 교류추

       진방문

20,000 △12,0008,000

△12,0008,000 20,000

 △10,000 0  10,000   0원

 △2,000 8,000  10,000   8,000,000원

301 일반보상금 81,400 106,400 △25,000

08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국가 방문외빈 초청여비

    ―국제우호교류추진 외빈 초청 여비

    ―국제자매도시 몽골 공연단 및 대표단

       의성군 방문

72,400 △25,00047,400

△25,00047,400 72,400

 △15,000 15,000  30,000   15,000,000원

 △10,000 10,000  20,000   10,000,000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977,394 1,097,061 △119,667

국             44,544 42,201 2,343

도              4,000 5,000 △1,000

군            928,850 1,049,860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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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단위:천원)

자치경찰제 운영 0 36,010 △36,010

201 일반운영비 0 36,010 △36,010

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자치경찰인사위원 수당

    ―지역치안협의회위원 수당

  ○피복비

36,010 △36,0100

△3,0100 3,010

△1,0500 1,0500원

△1,9600 1,9600원

△33,0000 33,0000원

기관단체 행정 지원 27,120 37,120 △10,000

301 일반보상금 27,120 37,120 △10,000

07  민간인국외여비

  ○민주평통위원 산업 시찰

10,000 △10,0000

△10,0000 10,0000원

공무원 교육 훈련 430,200 505,200 △75,000

202 여비 297,500 372,500 △75,000

01  국내여비

  ○기본교육(신규임용자 과정)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

  ○선택전문(의회포함)

363,000 △75,000288,000

△18,00036,000 54,00036,000,000원

△27,000141,000 168,000141,000,000원

△30,00096,000 126,00096,000,00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국비) 32,742 30,399 2,343

국             32,742 30,399 2,343

201 일반운영비 6,843 4,500 2,343

국              6,843 4,500 2,343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성립전)

  ○급량비(성립전)

4,500 2,3436,843

1,5431,543 0

1,5431,543 01,543,000원

1,543국              1,543 0

8001,550 7501,550,000원

800국              1,550 750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도비) 4,000 5,000 △1,000

도              4,000 5,000 △1,000

301 일반보상금 4,000 5,000 △1,000

도              4,000 5,000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의날행사 참가자 지원

4,000 △1,0003,000

△1,0003,000 4,000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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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단위:천원)

△1,000도              3,000 4,000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 조성 231,372 251,372 △20,000

정보통신 시설확충 및 기반 조성 50,200 70,200 △20,000

405 자산취득비 50,200 70,200 △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관방송시설 및 시스템 장비구입

    ―음향장비 앰프외 9종

70,200 △20,00050,200

△20,00050,200 70,200

△20,00044,200 64,20044,200,000원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355,901 395,171 △39,270

효율적인 인사관리 312,901 352,171 △39,270

101 인건비 0 39,270 △39,27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4대 보험료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4대 보험료

39,270 △39,2700

△16,8300 16,830

△15,3000 15,3000원

△1,5300 1,5300원

△22,4400 22,440

△20,4000 20,4000원

△2,0400 2,0400원

행정운영경비(총무과)(기타/기타) 7,030,481 7,650,981 △620,500

인력운영비 6,886,148 7,506,648 △620,500

인력운영비(총괄) 6,535,331 7,155,831 △620,500

101 인건비 296,540 513,040 △216,500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상근인력 퇴직금

513,040 △216,500296,540

△33,62029,344 62,96429,344,000원

△22,80042,000 64,80042,000,000원

△10,08025,920 36,00025,920,000원

△150,00090,000 240,00090,000,000원

304 연금부담금등 4,243,586 4,627,586 △384,000

01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

3,690,766 △300,0003,390,766

△300,000796,658 1,096,658796,658,000원

936,820 △84,000852,820

△84,000834,225 918,225834,225,000원

307 민간이전 123,205 143,205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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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총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총무과)(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07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123,205 △20,000103,205

△20,00061,449 81,44961,4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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