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단위:천원)

지역개발과 119,000 119,000 0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119,000 119,000 0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6,420 80,490 △4,070

농공단지 관리 36,590 40,660 △4,070

101 인건비 3,780 4,200 △420

3,780 4,200 △420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경정 3,780,000원  3,780  4,200  △420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35,000원 * 2일 * 5명 *12월 - 예산절감)

201 일반운영비 22,190 24,660 △2,470

12,060 13,400 △1,34001  사무관리비

12,060 13,400 △1,340  ○일반운영비

경정 7,060,000원 7,060 8,400 △1,340    ―농공단지 관리사 운영비(700,000원 * 12월 = 예산절감)

6,480 7,200 △72002  공공운영비

경정 6,480,000원 6,480 7,200 △720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50,000원 * 12등 * 12월 = 예산절감)

3,650 4,060 △41003  행사운영비

3,070 3,480 △410  ○도단위 농공단지 전시회 홍보물 제작

경정 2,090,000원 2,090 2,500 △410    ―안내팜플렛(500원 * 5,000매 = 예산절감)

202 여비 3,600 4,000 △400

3,600 4,000 △40001  국내여비

 경정 2,000,000원  2,000  2,400  △400
  ○농공단지 투자유치 관외여비(50,000원 * 2명 * 3일 * 8회 = 예산절감)

206 재료비 1,800 2,000 △200

1,800 2,000 △20001  재료비

경정 1,800,000원 1,800 2,000 △200  ○농공단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2,000,000원 * 1회 -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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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단지 관리(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단위:천원)

301 일반보상금 2,700 3,000 △300

2,700 3,000 △30010  행사실비보상금

경정 2,700,000원 2,700 3,000 △300  ○농공단지 운영회 간담회(50,000원 * 15명 * 4회 - 예산절감)

405 자산취득비 2,520 2,800 △280

2,520 2,800 △280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20 2,800 △280  ○농공단지 회의실 물품 구입

경정 1,520,000원 1,520 1,800 △280    ―회의실 탁자 셑트(1조 * 1,800,000원 =예산절감)

농공단지 환경정비(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2,580 38,510 4,070

쾌적한 환경정비 42,580 38,510 4,07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580 38,510 4,070

42,580 38,510 4,07004  시설비

경정 4,000,000원 4,000 9,000 △5,000  ○경계측량 휀스 설치(4,000,000원 * 1개소 - 예산절감)

경정 5,920,000원 5,920 18,000 △12,080  ○농공단지 가로등 개보수(1,500,000원 * 12등 - 예산절감)

3,160 7,010 △3,850  ○인도정비 및 차선도색

경정 1,150,000원 1,150 5,000 △3,850    ―인도정비(200m * 25,000원 - 예산절감)

300m * 6,700원 2,010 2,010 0    ―차선도색

5,000,000원 * 1식 5,000 0 5,000  ○방범카메라 설치

20,000,000원 * 1식 20,000 0 20,000  ○관리사 정화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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