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서1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서1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서1동 125,498 126,328 △830

주민센터 기반강화(서1동) 58,218 59,088 △87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58,218 59,088 △870

주민자치회 운영 3,630 4,500 △870

201 일반운영비 3,630 4,500 △870

01 사무관리비 3,630 4,500 △87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630 4,500 △870경정 3,630,000

행정운영경비(서1동) 67,280 67,240 40

기본경비 67,280 67,240 40

기본경비 67,280 67,240 40

201 일반운영비 24,400 23,800 600

02 공공운영비 9,100 8,500 600

○공공요금및제세 9,100 8,500 600경정 9,100,000원

202 여비 33,040 33,600 △560

01 국내여비 33,040 33,600 △560

○관내여비 33,040 33,600 △560경정 33,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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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서2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서2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서2동 150,323 153,318 △2,995

주민센터 기반강화(서2동) 68,795 70,090 △1,295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68,795 70,090 △1,295

주민자치회 운영 3,195 3,990 △795

201 일반운영비 3,195 3,990 △795

01 사무관리비 3,195 3,990 △79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3,195 3,990 △795경정 3,195,000원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 15,740 16,240 △500

201 일반운영비 15,740 16,240 △500

02 공공운영비 15,740 16,240 △500

○차량유지관리비 1,500 2,000 △500경정 1,500,000원

행정운영경비(서2동) 81,528 83,228 △1,700

기본경비 81,528 83,228 △1,700

기본경비 81,528 83,228 △1,700

202 여비 41,980 43,680 △1,700

01 국내여비 41,980 43,680 △1,700

○관내여비 41,980 43,680 △1,700경정 41,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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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서3동

정책: 행정운영경비(서3동)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서3동 169,405 170,505 △1,100

행정운영경비(서3동) 82,990 84,090 △1,100

기본경비 82,990 84,090 △1,100

기본경비 82,990 84,090 △1,100

201 일반운영비 38,500 39,600 △1,100

02 공공운영비 22,320 23,420 △1,100

○공공요금 및 제세 15,900 17,000 △1,100경정 15,900,000원

- 96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금사회동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금사회동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금사회동동 158,017 160,082 △2,065

주민센터 기반강화(금사회동동) 84,625 85,400 △775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84,625 85,400 △775

주민자치회 운영 3,365 4,500 △1,135

201 일반운영비 3,365 4,500 △1,135

01 사무관리비 3,365 4,500 △1,13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365 4,500 △1,135경정 3,365,000원

급수시설 운영 1,320 960 360

201 일반운영비 1,320 960 360

02 공공운영비 1,320 960 360

○지하수전기요금 1,320 960 360경정 1,320,000원

행정운영경비(금사회동동) 73,392 74,682 △1,290

기본경비 73,392 74,682 △1,290

기본경비 73,392 74,682 △1,290

201 일반운영비 24,062 24,352 △290

02 공공운영비 9,623 9,913 △290

○공공요금 및 제세 9,623 9,913 △290경정 9,623,000원

202 여비 31,760 32,760 △1,000

01 국내여비 31,760 32,760 △1,000

○관내여비 31,760 32,760 △1,000경정 31,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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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부곡1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1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부곡1동 151,780 154,500 △2,720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1동) 60,800 63,020 △2,22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60,800 63,020 △2,220

통장 활동비 지원 45,620 45,920 △300

301 일반보상금 45,620 45,920 △3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45,620 45,920 △300

○통장 수당 33,400 33,600 △200

○통장회의참석 수당 6,620 6,720 △100

경정 33,400,000원

경정 6,620,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580 4,500 △1,920

201 일반운영비 2,580 4,500 △1,920

01 사무관리비 2,580 4,500 △1,92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580 4,500 △1,920경정 2,580,000원

행정운영경비(부곡1동) 90,980 91,480 △500

기본경비 90,980 91,480 △500

기본경비 90,980 91,480 △500

202 여비 43,180 43,680 △500

01 국내여비 43,180 43,680 △500

○관내여비 43,180 43,680 △500경정 43,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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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부곡2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2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부곡2동 180,726 185,061 △4,335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2동) 100,765 104,100 △3,335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100,765 104,100 △3,335

주민자치회 운영 2,415 3,600 △1,185

201 일반운영비 2,415 3,600 △1,185

01 사무관리비 2,415 3,600 △1,18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15 3,600 △1,185경정 2,415,000원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 35,140 37,340 △2,200

201 일반운영비 8,140 10,340 △2,200

02 공공운영비 8,140 10,340 △2,200

○연료비 1,200 2,200 △1,000

○차량유지관리비 2,000 3,000 △1,000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400 600 △200

경정 1,200,000원

경정 2,000,000원

경정 400,000원

급수시설 운영 890 840 50

201 일반운영비 890 840 50

02 공공운영비 890 840 50

○지하수전기요금 890 840 50경정 890,000원

행정운영경비(부곡2동) 79,961 80,961 △1,000

기본경비 79,961 80,961 △1,000

기본경비 79,961 80,961 △1,000

202 여비 35,960 36,960 △1,000

01 국내여비 35,960 36,960 △1,000

○관내여비 35,960 36,960 △1,000경정 35,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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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부곡3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3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부곡3동 167,349 173,272 △5,923

주민센터 기반강화(부곡3동) 84,648 87,351 △2,703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84,648 87,351 △2,703

통장 활동비 지원 60,817 62,320 △1,503

301 일반보상금 60,817 62,320 △1,503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60,817 62,320 △1,503

○통장 수당 44,517 45,600 △1,083

○통장 상여금 7,400 7,600 △200

○통장 회의참석 수당 8,900 9,120 △220

경정 44,516,120원

경정 7,400,000원

경정 8,900,000원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 16,694 17,894 △1,200

201 일반운영비 8,590 9,790 △1,200

02 공공운영비 6,690 7,890 △1,200

○연료비 1,300 1,800 △500

○차량유지관리비 1,100 1,800 △700

경정 1,300,000원

경정 1,100,000원

행정운영경비(부곡3동) 82,701 85,921 △3,220

기본경비 82,701 85,921 △3,220

기본경비 82,701 85,921 △3,220

202 여비 33,740 36,960 △3,220

01 국내여비 33,740 36,960 △3,220

○ 관내여비 33,740 36,960 △3,220경정 33,7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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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전1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1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장전1동 142,629 173,669 △31,040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1동) 72,835 102,835 △30,00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72,835 102,835 △30,000

장전1동 신축사업 0 30,000 △30,000

405 자산취득비 0 30,000 △3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000 △30,000

○민원대 설치 등 집기구입 0 30,000 △30,0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장전1동) 69,794 70,834 △1,040

기본경비 69,794 70,834 △1,040

기본경비 69,794 70,834 △1,040

202 여비 35,920 36,960 △1,040

01 국내여비 35,920 36,960 △1,040

○관내여비 35,920 36,960 △1,040경정 35,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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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전2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2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장전2동 167,597 172,097 △4,500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2동) 74,440 78,540 △4,10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74,440 78,540 △4,100

주민자치회 운영 6,400 8,500 △2,100

201 일반운영비 6,400 8,500 △2,100

01 사무관리비 6,400 8,500 △2,1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00 4,500 △2,100경정 2,400,000원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 31,960 33,960 △2,000

201 일반운영비 6,960 8,960 △2,000

02 공공운영비 6,960 8,960 △2,000

○에어컨 수리 및 필터 세척 1,600 3,600 △2,000경정 1,600,000원

행정운영경비(장전2동) 93,157 93,557 △400

기본경비 93,157 93,557 △400

기본경비 93,157 93,557 △400

202 여비 39,920 40,320 △400

01 국내여비 39,920 40,320 △400

○관내여비 39,920 40,320 △400경정 39,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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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전3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3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장전3동 136,239 136,724 △485

주민센터 기반강화(장전3동) 70,359 71,204 △845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70,359 71,204 △845

주민자치회 운영 2,545 3,390 △845

201 일반운영비 2,545 3,390 △845

01 사무관리비 2,545 3,390 △84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45 3,390 △845경정 2,545,000원

행정운영경비(장전3동) 65,880 65,520 360

기본경비 65,880 65,520 360

기본경비 65,880 65,520 360

202 여비 32,280 31,920 360

01 국내여비 32,280 31,920 360

○관내여비 32,280 31,920 360경정 32,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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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선두구동

정책: 주민자치 기반강화(선두구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선두구동 201,442 207,842 △6,400

주민자치 기반강화(선두구동) 151,920 157,820 △5,90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151,920 157,820 △5,900

주민자치회 운영 3,600 4,500 △900

201 일반운영비 3,600 4,500 △900

01 사무관리비 3,600 4,500 △9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600 4,500 △900경정 3,600,000원

동사유지 및 차량 관리 106,560 110,560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6,000 100,000 △4,000

01 시설비 96,000 100,000 △4,000

○동사 옥상 및 2층 옥외바닥 방수공사

22,000 25,000 △3,000

○동사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24,000 25,000 △1,000

경정 22,000,000원

경정 24,000,000원

급수시설 운영 8,960 9,960 △1,000

201 일반운영비 8,960 9,960 △1,000

02 공공운영비 8,960 9,960 △1,000

○지하수 전기요금 8,960 9,960 △1,000경정 8,960,000원

행정운영경비(선두구동) 49,522 50,022 △500

기본경비 49,522 50,022 △500

기본경비 49,522 50,022 △500

201 일반운영비 16,202 16,702 △500

02 공공운영비 5,030 5,530 △500

○공공요금 및 제세 5,030 5,530 △500경정 5,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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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청룡노포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청룡노포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청룡노포동 131,394 133,794 △2,400

주민센터 기반강화(청룡노포동) 59,360 60,860 △1,50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59,360 60,860 △1,500

주민자치회 운영 3,000 4,500 △1,500

201 일반운영비 3,000 4,500 △1,500

01 사무관리비 3,000 4,500 △1,5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00 4,500 △1,500경정 3,000,000원

행정운영경비(청룡노포동) 72,034 72,934 △900

기본경비 72,034 72,934 △900

기본경비 72,034 72,934 △900

202 여비 29,340 30,240 △900

01 국내여비 29,340 30,240 △900

○관내여비 29,340 30,240 △900경정 29,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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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남산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남산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남산동 238,932 242,962 △4,030

주민센터 기반강화(남산동) 127,758 129,828 △2,07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127,758 129,828 △2,070

통장 활동비 지원 113,503 114,473 △970

301 일반보상금 113,503 114,473 △97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13,503 114,473 △970

○통장수당 83,103 83,733 △630

○통장상여금 13,800 14,000 △200

○통장회의참석수당 16,600 16,740 △140

경정 83,102,850원

경정 13,800,000원

경정 16,600,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540 3,640 △1,100

201 일반운영비 2,540 3,640 △1,100

01 사무관리비 2,540 3,640 △1,1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40 3,640 △1,100경정 2,540,000원

행정운영경비(남산동) 111,174 113,134 △1,960

기본경비 111,174 113,134 △1,960

기본경비 111,174 113,134 △1,960

202 여비 52,350 54,310 △1,960

01 국내여비 52,350 54,310 △1,960

○국내여비 52,350 54,310 △1,960경정 52,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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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구서1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구서1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구서1동 163,446 165,246 △1,800

주민센터 기반강화(구서1동) 77,005 77,805 △80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77,005 77,805 △800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 7,140 8,140 △1,000

201 일반운영비 7,140 8,140 △1,000

02 공공운영비 7,140 8,140 △1,000

○차량유지관리비 1,500 2,500 △1,000경정 1,500,000원

급수시설 운영 1,520 1,320 200

201 일반운영비 1,520 1,320 200

02 공공운영비 1,520 1,320 200

○지하수 전기요금 1,520 1,320 200경정 1,520,000원

행정운영경비(구서1동) 86,441 87,441 △1,000

기본경비 86,441 87,441 △1,000

기본경비 86,441 87,441 △1,000

202 여비 42,680 43,680 △1,000

01 국내여비 42,680 43,680 △1,000

○관내여비 42,680 43,680 △1,000경정 42,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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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구서2동

정책: 주민센터 기반강화(구서2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구서2동 209,183 212,103 △2,920

주민센터 기반강화(구서2동) 118,874 120,794 △1,92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118,874 120,794 △1,920

주민자치회 운영 2,200 3,720 △1,520

201 일반운영비 2,200 3,720 △1,520

01 사무관리비 2,200 3,720 △1,52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00 3,720 △1,520경정 2,200,000원

급수시설 운영 80 480 △400

201 일반운영비 80 480 △400

02 공공운영비 80 480 △400

○지하수전기요금 80 480 △400경정 80,000원

행정운영경비(구서2동) 90,309 91,309 △1,000

기본경비 90,309 91,309 △1,000

기본경비 90,309 91,309 △1,000

202 여비 46,040 47,040 △1,000

01 국내여비 46,040 47,040 △1,000

○관내여비 46,040 47,040 △1,000경정 46,040,000원

- 108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금성동

정책: 주민자치 기반강화(금성동)

단위: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금성동 70,329 71,649 △1,320

주민자치 기반강화(금성동) 23,361 24,681 △1,320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23,361 24,681 △1,320

주민자치회 운영 2,955 4,275 △1,320

201 일반운영비 2,955 4,275 △1,320

01 사무관리비 2,955 4,275 △1,32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955 4,275 △1,320경정2,9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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