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동강관리사업소
정책:동강자연휴식지 조성
단위:생태탐방 기반시설 확충

동강관리사업소 933,477 915,841 17,636

동강자연휴식지 조성 292,471 270,765 21,706

생태탐방 기반시설 확충 76,839 84,100 △7,261

자연휴식지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76,839 84,100 △7,261

201 일반운영비 1,300 2,100 △800

01  사무관리비 2,100 △8001,300

  ◎자연 휴식지내 시설물 관리자재 구입 △8001,300 2,100

202 여비 3,200 4,000 △800

01  국내여비 4,000 △8003,200

  ◎자연 휴식지내 시설물 실태조사 △8003,200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2,339 78,000 △5,661

04  시설비 78,000 △5,66172,339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19개소) △2,00038,000 40,000

  ◎래프팅 도착지 접안시설 설치 △2,00018,000 20,000

  ◎탐방로 정비 △1,66116,339 18,000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 174,434 140,485 33,949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3,604 4,800 △1,196

201 일반운영비 1,920 2,900 △980

03  행사운영비 2,900 △9801,920

  ◎현수막·책자 제작 및 시설 임대료 △9801,420 2,400

202 여비 255 300 △45

01  국내여비 300 △45255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관련 △45255 300

301 일반보상금 1,429 1,600 △171

10  행사실비보상금 1,600 △1711,429

  ◎급량비 △1711,429 1,600

동강유역 지역주민 해외연수 45,255 45,300 △45

202 여비 255 300 △45

01  국내여비 300 △45255

  ◎동강유역주민 해외연수 추진 △45255 300

동강유역 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지원 37,300 41,900 △4,600

201 일반운영비 4,600 6,000 △1,400

01  사무관리비 6,000 △1,4004,600

  ◎동강유역 지역특산품 전시대 구입 △1,4004,600 6,000

202 여비 5,300 5,900 △600

01  국내여비 5,900 △6005,300

  ◎동강유역 탐방활성화 추진 △6005,300 5,900

402 민간자본이전 27,400 30,000 △2,600

01  민간자본보조 30,000 △2,60027,400

  ◎가수리 북대마을 생태공원 조성 △1,40018,600 20,000

  ◎동강유역 복분자 재배지 자재지원 △1,2008,800 10,000

자연휴식지 운영 · 관리 20,848 23,708 △2,860

201 일반운영비 8,799 9,7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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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동강관리사업소
정책:동강자연휴식지 조성
단위: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

01  사무관리비 9,799 △1,0008,799

  ◎수질측정 자재구입 및 장비유지 △4231,776 2,199

  ◎동강 생태정보시스템 한글주소 등록 △3466 100

  ◎순찰강화 방한복 구입 △934,407 4,500

  ◎동강 자연휴식지 생태정보 책자제작 △4502,550 3,000

202 여비 9,037 10,537 △1,500

01  국내여비 10,537 △1,5009,037

  ◎수질측정 및 오염 예방활동 추진 △1,5009,037 10,537

301 일반보상금 3,012 3,372 △36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72 △3603,012

  ◎교통비 △360393 753

자연휴식지내 자연정화활동 14,927 17,527 △2,600

201 일반운영비 3,370 4,170 △800

01  사무관리비 4,170 △8003,370

  ◎자연 정화활동 소모품 구입 △501,120 1,170

  ◎환경 오염행위 방지관련 현수막 제작 △7502,250 3,000

202 여비 2,557 3,357 △800

01  국내여비 3,357 △8002,557

  ◎자연휴식지내 자연정화 활동 추진 △8002,557 3,357

301 일반보상금 9,000 10,000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0009,000

  ◎자연휴식지내 자연정화 활동 △1,0009,000 10,000

동강운영관리 주민설명회 개최 4,500 7,250 △2,750

201 일반운영비 2,825 5,000 △2,175

01  사무관리비 4,500 △2,1002,400

  ◎주민설명회 개최관련 물품 구입 △2,1002,400 4,500

03  행사운영비 500 △75425

  ◎동강 운영관리 설명자료 발간 △75425 500

202 여비 425 500 △75

01  국내여비 500 △75425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 △75425 500

301 일반보상금 1,250 1,750 △500

10  행사실비보상금 1,750 △5001,250

  ◎급량비 △5001,250 1,750

이용료징수액 환원에 따른 지역주민소득 연계지원 48,000 0 48,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000 0 48,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48,00048,000

  ◎동강유역 지역주민소득 연계지원 48,00048,000 0

청사 경영관리 41,198 46,180 △4,982

청사운영 26,983 29,180 △2,197

201 일반운영비 26,983 29,180 △2,197

02  공공운영비 29,180 △2,19726,983

  ◎공공요금 및 제세 △1,10023,280 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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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동강관리사업소
정책:동강자연휴식지 조성
단위:청사 경영관리

  ◎연료비 △1,0973,703 4,800

관용차량운영 5,265 7,000 △1,735

201 일반운영비 5,265 7,000 △1,735

02  공공운영비 7,000 △1,7355,265

  ◎관용차량 유류대 △7353,265 4,000

  ◎차량정비 및 소모품 교환 △1,0002,000 3,000

청사기능보강 8,950 10,000 △1,050

201 일반운영비 8,950 10,000 △1,050

02  공공운영비 10,000 △1,0508,950

  ◎안내소 시설장비 유지 △1,0508,950 10,000

행정운영경비(동강관리사업소) 641,006 645,076 △4,070

기본경비 34,893 38,963 △4,070

부서운영 기본경비 29,143 33,213 △4,070

201 일반운영비 13,859 16,163 △2,304

01  사무관리비 15,463 △2,16413,299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16413,299 15,463

02  공공운영비 700 △140560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40560 700

202 여비 10,384 12,150 △1,766

01  국내여비 12,150 △1,76610,384

  ◎부서운영 국내여비 △1,76610,384 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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