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X100%) 비  고

95 0.05 일반회계기준

205 0.1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A) 149,676 181,531 222,109 179,917 176,331

업무추진비(B) 275 304 325 305 300

비율(B/A×100%) 0.18% 0.17% 0.15% 0.17% 0.17%

 3-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단위: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76,3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1년 결산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 도 별  비 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무추진비집행현황 275 304 325 30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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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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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19

6,913

재정효율화 운용 관계자 식사제공 외 22 3,355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외 10 3,558

8,939

농정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외 9 5,066

설 명절 선물 구입 외 17 3,873

9,988

군정홍보관계자 격려금 지급 외 1 400

농정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15 4,759

산림축산 행정협조자 식사제공 외 24 4,883

31,943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외 6 1,258

군청 내방객 기념품 구입 5,500

강소농육성과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개최일 오찬 제공(대림식당) 3,495

농촌진흥사업 홍보 특산물(어수리) 외 19 21,690

24,217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 13,574

군정홍보 관계자 격려금 지급 200

농정사업 및 농특산물 홍보업무 추진 관계자 급식비 지급 외 31 10,443

16,461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17 10,435

군정홍보 관계자 격려금지급 400

4-H본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급식비 지급 외 25 5,626

총          계

01월     34건 소계

1월

 3-15.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①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일반회계)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04월     50건 소계

4월

3월

02월     28건 소계

2월

03월     42건 소계

6월

06월     46건 소계

05월     65건 소계

5월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6,704

군정홍보 협조자 격려금 지급 외 3 2,393

홍보용 특산물 구입(내방객 및 군정추진 협조 관계자) 외 3 2,393

시설관리사업소 행정협조자 만찬 제공 외 14 2,511

9,714

재정효율화 운용 관계자 식사제공 외 18 3,688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8 3,926

군정홍보 협조자 격려금 지급 외 1 2,100

26,009

지역 축제 홍보관계자 격려금 지급 2,000

홍보용 특산물 구입(HOT Festival 내빈, 언론, 행사관련 협조기관) 외 25 17,895

환경행정업무 협조자 오찬제공 외 29 4,984

20,213

중앙부처 관계자 등 지역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29 14,177

재정효율화 운용 관계자 식사제공(국도비보조사업 확보추진 관계자) 외 21 6,036

12,927

식사대금지급(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관계자) 외 23 3,958

농정사업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외 8 8,969

28,067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관계사 격려 300

재정효율화 운용 관계자 식사제공(창조리더반 교육 관계자) 외 44 10,103

농정시책 홍보 추진 관계자 특산물 구입 외 43 20,644

08월     29건 소계

08월

07월     21건 소계

7월

10월     52건 소계

10월

09월     60건 소계

9월

12월

12월     81건 소계

11월     33건 소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