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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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양양읍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양양읍 936,456 1,016,594 △80,138

주민자치 기반 강화 246,820 291,820 △45,000

읍면 일반행정운영 246,820 291,820 △45,000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128,000 153,000 △25,000

201 일반운영비 128,000 153,000 △25,000

02 공공운영비 128,000 153,000 △25,000

  ◎공공요금 및 제세                20,000             40,000         △20,000

  ◎시설장비유지비                10,000             15,000          △5,000

  경정 20,000,000원*1식

  경정 10,000,000원*1식

읍면단위행사 지원 0 2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0 20,000 △20,000

03 행사운영비 0 20,000 △20,000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개최                     0             20,000         △20,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양양읍) 339,636 374,774 △35,138

인력운영비(양양읍) 197,696 223,714 △26,018

인력운영비(양양읍) 197,696 223,714 △26,018

101 인건비 197,696 223,714 △26,018

01 보수 78,056 104,074 △26,018

  ◎초과근무수당                78,056            104,074         △26,018  경정 10,841원*20인*360시간

기본경비(양양읍) 141,940 151,060 △9,120

기본경비(양양읍) 141,940 151,060 △9,120

202 여비 30,580 39,700 △9,120

02 월액여비 25,080 34,200 △9,120

  ◎월액여비                25,080             34,200          △9,120  경정 110,000원*19인*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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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서면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서면 884,426 918,501 △34,075

주민자치 기반 강화 206,353 230,020 △23,667

읍면 일반행정운영 206,353 230,020 △23,667

읍면단위행사지원 6,333 30,000 △23,667

201 일반운영비 6,333 30,000 △23,667

03 행사운영비 6,333 30,000 △23,667

  ◎면민한마음대회                     0             10,000         △10,000

  ◎설악 백두대간 산나물 축제
                6,333             20,000         △13,667

  경정 0원

      경정 6,333,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서면) 173,073 183,481 △10,408

인력운영비(서면) 92,347 102,755 △10,408

인력운영비(서면) 92,347 102,755 △10,408

101 인건비 92,347 102,755 △10,408

01 보수 67,648 78,056 △10,408

  ◎초과근무수당                67,648             78,056         △10,408  경정 10,841원*13인*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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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손양면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손양면 709,834 740,649 △30,815

주민자치 기반 강화 184,460 194,460 △10,000

읍면 일반행정 운영 184,460 194,460 △10,000

읍면단위행사지원 0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0 10,000 △10,000

03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면민한마음대회                     0             10,000         △10,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손양면) 185,374 206,189 △20,815

인력운영비(손양면) 88,494 109,309 △20,815

인력운영비(손양면) 88,494 109,309 △20,815

101 인건비 88,494 109,309 △20,815

01 보수 57,241 78,056 △20,815

  ◎초과근무수당                57,241             78,056         △20,815  경정 10,841원*11인*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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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현북면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현북면 731,893 761,891 △29,998

주민자치 기반 강화 145,400 155,400 △10,000

읍면 일반행정운영 145,400 155,400 △10,000

읍면단위행사지원 0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0 10,000 △10,000

03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면민한마음대회                     0             10,000         △10,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현북면) 212,493 232,491 △19,998

인력운영비(현북면) 97,953 117,951 △19,998

인력운영비(현북면) 97,953 117,951 △19,998

101 인건비 97,953 117,951 △19,998

01 보수 63,261 83,259 △19,998

  ◎초과근무수당                63,261             83,259         △19,998  경정 8,237원*16인*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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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현남면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현남면 662,882 678,086 △15,204

주민자치 기반 강화 166,720 176,720 △10,000

읍면 일반행정운영 166,720 176,720 △10,000

읍면단위행사지원 0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0 10,000 △10,000

03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면민한마음대회                     0             10,000         △10,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현남면) 226,162 231,366 △5,204

인력운영비(현남면) 112,632 117,836 △5,204

인력운영비(현남면) 112,632 117,836 △5,204

101 인건비 112,632 117,836 △5,204

01 보수 72,852 78,056 △5,204

  ◎초과근무수당                72,852             78,056          △5,204  경정 10,841원*14인*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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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강현면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읍면 일반행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양양읍 ~ 강현면

강현면 805,986 821,821 △15,835

주민자치 기반 강화 238,140 248,140 △10,000

읍면 일반행정운영 238,140 248,140 △10,000

읍면단위행사지원 50,000 6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60,000 △10,000

03 행사운영비 20,000 30,000 △10,000

  ◎면민한마음대회                     0             10,000         △10,000  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강현면) 220,846 226,681 △5,835

인력운영비(강현면) 105,116 117,951 △12,835

인력운영비(강현면) 105,116 117,951 △12,835

101 인건비 105,116 117,951 △12,835

01 보수 67,648 83,259 △15,611

  ◎초과근무수당                67,648             83,259         △15,611  10,841원*13인*480시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468 34,692 2,776

  ◎환경미화원 시간외(휴일)근무수당
               37,468             34,692            2,776      경정 28,910원*4인*27시간*12월

기본경비(강현면) 115,730 108,730 7,000

기본경비(강현면) 115,730 108,730 7,000

201 일반운영비 74,770 67,770 7,000

02 공공운영비 34,000 27,000 7,000

  ◎차량 유지관리비                34,000             27,000            7,000  경정 3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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