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성읍
정책: 행정운영경비(장성읍)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장성읍 155,075 159,354 △4,279

행정운영경비(장성읍) 155,075 159,354 △4,279

인력운영비 27,917 32,196 △4,279

인력운영비 27,917 32,196 △4,279

101 인건비 17,117 21,396 △4,279

01 보수 17,117 21,396 △4,279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7,117             21,396          △4,279  경정 17,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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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진원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진원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진원면 89,493 92,082 △2,589

행정운영경비(진원면) 89,493 92,082 △2,589

인력운영비 19,957 22,546 △2,589

인력운영비 19,957 22,546 △2,589

101 인건비 10,357 12,946 △2,589

01 보수 10,357 12,946 △2,589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0,357             12,946          △2,589  경정 10,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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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남면
정책: 행정운영경비(남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남면 91,122 93,763 △2,641

행정운영경비(남면) 91,122 93,763 △2,641

인력운영비 20,164 22,805 △2,641

인력운영비 20,164 22,805 △2,641

101 인건비 10,564 13,205 △2,641

01 보수 10,564 13,205 △2,641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0,564             13,205          △2,641  경정 10,5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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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동화면
정책: 행정운영경비(동화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동화면 85,931 88,434 △2,503

행정운영경비(동화면) 85,931 88,434 △2,503

인력운영비 19,613 22,116 △2,503

인력운영비 19,613 22,116 △2,503

101 인건비 10,013 12,516 △2,503

01 보수 10,013 12,516 △2,503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0,013             12,516          △2,503  경정 1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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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삼서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삼서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삼서면 94,893 97,713 △2,820

행정운영경비(삼서면) 94,893 97,713 △2,820

인력운영비 22,079 24,899 △2,820

인력운영비 22,079 24,899 △2,820

101 인건비 11,279 14,099 △2,820

01 보수 11,279 14,099 △2,820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1,279             14,099          △2,820  경정 11,2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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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삼계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삼계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삼계면 108,969 111,966 △2,997

행정운영경비(삼계면) 108,969 111,966 △2,997

인력운영비 22,789 25,786 △2,997

인력운영비 22,789 25,786 △2,997

101 인건비 11,989 14,986 △2,997

01 보수 11,989 14,986 △2,997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1,989             14,986          △2,997  경정 11,9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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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황룡면
정책: 행정운영경비(황룡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황룡면 103,015 105,788 △2,773

행정운영경비(황룡면) 103,015 105,788 △2,773

인력운영비 21,894 24,667 △2,773

인력운영비 21,894 24,667 △2,773

101 인건비 11,094 13,867 △2,773

01 보수 11,094 13,867 △2,773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1,094             13,867          △2,773  경정 11,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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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서삼면
정책: 행정운영경비(서삼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서삼면 85,186 87,686 △2,500

행정운영경비(서삼면) 85,186 87,686 △2,500

인력운영비 19,598 22,098 △2,500

인력운영비 19,598 22,098 △2,500

101 인건비 9,998 12,498 △2,500

01 보수 9,998 12,498 △2,500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9,998             12,498          △2,500  경정 9,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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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북일면
정책: 행정운영경비(북일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북일면 85,255 87,772 △2,517

행정운영경비(북일면) 85,255 87,772 △2,517

인력운영비 19,667 22,184 △2,517

인력운영비 19,667 22,184 △2,517

101 인건비 10,067 12,584 △2,517

01 보수 10,067 12,584 △2,517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0,067             12,584          △2,517  경정 10,0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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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북이면
정책: 행정운영경비(북이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북이면 91,987 94,661 △2,674

행정운영경비(북이면) 91,987 94,661 △2,674

인력운영비 20,297 22,971 △2,674

인력운영비 20,297 22,971 △2,674

101 인건비 10,697 13,371 △2,674

01 보수 10,697 13,371 △2,674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10,697             13,371          △2,674  경정 10,6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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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북하면
정책: 행정운영경비(북하면)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북하면 86,418 88,884 △2,466

행정운영경비(북하면) 86,418 88,884 △2,466

인력운영비 19,464 21,930 △2,466

인력운영비 19,464 21,930 △2,466

101 인건비 9,864 12,330 △2,466

01 보수 9,864 12,330 △2,466

  ㅇ 시간외근무수당(예산절감)                 9,864             12,330          △2,466  경정 9,8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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