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보은읍

정책: 보은읍 주민편의행정 강화

단위: 시설물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보은읍 2,047,784 2,086,234 △38,450

보은읍 주민편의행정 강화 500,667 480,667 20,000

시설물관리 431,538 411,538 20,000

청사유지보수 260,541 240,541 20,000

405 자산취득비 20,000 0 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코로나19 예방 열 화상카메라 구입

20,000 0 20,00020,000,000원*1식

보은읍 도시 및 취약지개발 1,395,036 1,453,486 △58,450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39,228 72,678 △33,450

꽃길조성 및 주변 정비 29,328 62,778 △33,450

101 인건비 23,475 51,035 △27,5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75 51,035 △27,560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2개소) 3,525 31,085 △27,560

― 인부임 3,440 30,341 △26,901

― 고용보험 57 501 △444

― 산재보험 28 243 △215

68,800원*5명*10일

3,440,000원*1.65/100

3,440,000원*0.8/100

206 재료비 1,508 7,398 △5,890

01 재료비 1,508 7,398 △5,890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2개소) 1,160 7,050 △5,890

― 꽃묘구입 1,000 5,500 △4,500

― 종자대 및 기타자재 구입 0 800 △800

― 오일 0 30 △30

― 퇴비(료) 구입 160 720 △560

500원*2,000본

0원

0원

8,000원*20포

주민불편사업해소 1,355,808 1,380,808 △25,00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77,807 1,302,807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77,807 1,302,807 △25,000

01 시설비 1,273,000 1,298,000 △25,000

○장속리 쇠고개골 농로포장공사

25,000 0 25,000

○교사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25,000 0 25,000

○성주리 배수로 설치공사 0 15,000 △15,000

○장속리 농로 포장공사 0 20,000 △20,000

○중초2리 농로확포장공사 0 25,000 △25,000

○중초2리 배수로 설치공사 0 20,000 △20,000

○장속리 박스암거 재설치공사

35,000 30,000 5,000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0원

0원

0원

0원

35,000,000원*1식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속리산면

정책: 속리산면 도시 및 취약지 개발

단위: 주민불편사업해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속리산면 566,477 631,477 △65,000

속리산면 도시 및 취약지 개발 396,768 461,768 △65,000

주민불편사업해소 327,016 392,016 △65,00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27,016 392,016 △6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7,016 392,016 △65,000

01 시설비 325,000 390,000 △65,000

○상판리 배수로정비공사 0 25,000 △25,000

○갈목리 배수로정비공사 10,000 25,000 △15,000

○갈목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0 25,000 △25,000

0원

10,000,000원*1식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안면

정책: 장안면 취약지 개발

단위: 주민불편사업해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장안면 655,983 681,983 △26,000

장안면 취약지 개발 497,116 523,116 △26,000

주민불편사업해소 448,016 474,016 △26,00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48,016 474,016 △2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48,016 474,016 △26,000

01 시설비 446,000 472,000 △26,000

○봉비리 농로포장공사 12,000 0 12,000

○불목리 수로관정비사업 25,000 30,000 △5,000

○서원리 배수로정비공사 11,000 20,000 △9,000

○황곡리 사면보강 공사 20,000 30,000 △10,000

○봉비리 배수로 설치공사 16,000 30,000 △14,000

1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마로면

정책: 마로면 도시 및 취약지 개발

단위: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마로면 831,871 840,871 △9,000

마로면 도시 및 취약지 개발 660,307 669,307 △9,000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95,269 104,269 △9,000

꽃길조성 15,697 17,697 △2,000

206 재료비 2,000 4,000 △2,000

01 재료비 2,000 4,000 △2,000

○재료비 2,000 4,000 △2,000

― 꽃묘 구입비 1,000 3,000 △2,000500원*2,000포기

소재지정비사업유지관리 62,574 69,574 △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 18,000 △7,000

01 시설비 11,000 18,000 △7,000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차양 및 처마설치

3,000 10,000 △7,0003,000,000원*1식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삼승면

정책: 삼승면 주민편의행정 강화

단위: 시설물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삼승면 1,060,746 1,040,746 20,000

삼승면 주민편의행정 강화 385,845 365,845 20,000

시설물관리 236,590 216,590 20,000

청사유지보수 207,790 187,79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0 160,000 20,000

01 시설비 180,000 160,000 20,000

○면 청사내 정자설치 20,000 0 20,00020,000,000원*1식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한면

정책: 수한면 주민편의행정강화

단위: 시설물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수한면 825,848 829,119 △3,271

수한면 주민편의행정강화 135,744 139,015 △3,271

시설물관리 119,244 122,515 △3,271

청사유지보수 89,244 92,515 △3,271

405 자산취득비 7,779 11,050 △3,27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779 11,050 △3,271

○청사 물품 구입 950 1,050 △100

― 청사 조경 전기톱 450 550 △100

○차량 방역용 소독기 구입 1,624 2,000 △376

○발언대 및 사회대 구입 1,210 1,400 △190

― 2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회대

610 800 △190

○민원 접대용 의자 구입 840 2,100 △1,260

○상담실 가구 구입 755 2,100 △1,345

― 상담실 의자 480 1,800 △1,320

― 상담실 탁자 275 300 △25

450,000원*1개

1,624,000원*1개

305,000원*2개

120,000원*7개

80,000원*6개

275,000원*1개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내북면

정책: 내북면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0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보은읍 ~ 산외면

내북면 830,557 828,457 2,100

내북면 행정운영경비 54,790 52,690 2,100

기본경비 54,790 52,690 2,100

기본경비(내북면) 54,790 52,690 2,100

405 자산취득비 2,100 0 2,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 0 2,100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 2,100 0 2,100

― 무선마이크 구입 1,240 0 1,240

― 유선마이크 구입 860 0 860

620,000원*2개

430,000원*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