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1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1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대연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1동 385,927 416,373 △30,446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1동) 261,904 280,240 △18,336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대연1동) 261,904 280,240 △18,336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유지 158,114 172,385 △14,271

201 일반운영비 23,660 30,571 △6,911

03 행사운영비 2,589 9,500 △6,911

○ 신축 동사 개소식 2,589 9,500 △6,911경정 2,589,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46,450 49,850 △3,400

01 시설비 46,450 49,850 △3,400

○ 동사 이전관련 시설설비 및 부대비용 46,450 49,850 △3,400

- 국기 게양대 0 3,000 △3,000

- 회의실 현판대 2,600 3,000 △400

경정 0원

경정 2,600,000원

405 자산취득비 86,604 90,564 △3,9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604 90,564 △3,960

○ 신동사 집기·비품 구입 86,604 90,564 △3,960

- 프로그램실 3,618 7,578 △3,960

· 컴퓨터책상 0 3,960 △3,960경정 0원

통.반장 활동비 지원 100,670 103,295 △2,625

301 일반보상금 100,670 103,295 △2,62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00,670 103,295 △2,625

○ 통장 93,280 94,520 △1,240

- 회의수당 7,880 9,120 △1,240

○ 반장보상 7,390 8,775 △1,385

경정 7,880,000원

경정 7,390,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560 3,000 △1,440

301 일반보상금 1,560 3,000 △1,440

11 기타보상금 1,560 3,000 △1,440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560 3,000 △1,440경정 1,560,000원

행정운영경비(대연1동) 124,023 136,133 △12,110

기본경비(대연1동) 124,023 136,133 △12,110

기본경비(대연1동) 124,023 136,133 △12,110

201 일반운영비 28,175 38,975 △10,800

02 공공운영비 17,770 28,570 △10,800

○ 전기요금 9,900 18,000 △8,100

○ 상·하수도요금 900 1,500 △600

○ 우편요금 6,000 7,800 △1,800

○ 정화조 청소비 0 300 △300

경정 9,900,000원

경정 900,000원

경정 6,000,000원

경정 0원

202 여비 33,510 34,320 △810

01 국내여비 33,510 34,32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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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연1동

정책: 행정운영경비(대연1동)

단위: 기본경비(대연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3,510 34,320 △810경정 33,510,000원

405 자산취득비 52,800 53,300 △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 3,300 △500

○ 자동인증기 구입 2,000 2,500 △500경정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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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3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3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대연3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3동 275,461 287,540 △12,079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3동) 186,658 198,529 △11,871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대연3동) 186,658 198,529 △11,871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56,668 58,339 △1,671

405 자산취득비 23,029 24,700 △1,67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029 24,700 △1,671

○ 동 차량 구입 17,421 19,050 △1,629

○ 컬러복사기 구입 4,867 4,900 △33

○ 프린터 구입 741 750 △9

경정 17,420,500원

경정 4,866,130원

경정 740,970원

통. 반장 활동비 지원 106,750 116,950 △10,200

301 일반보상금 106,750 116,950 △10,2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06,750 116,950 △10,200

○ 통장 98,800 102,300 △3,50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89,600 92,400 △2,800

- 회의수당 9,200 9,900 △700

○ 반장보상 7,950 14,650 △6,700

경정 89,600,000원

경정 9,200,000원

경정 7,950,000원

행정운영경비(대연3동) 88,803 89,011 △208

기본경비(대연3동) 88,803 89,011 △208

기본경비(대연3동) 88,803 89,011 △208

405 자산취득비 2,892 3,100 △20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92 3,100 △208

○ 민원실 인증기 구입 2,292 2,500 △208경정 2,291,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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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5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5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대연5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5동 238,182 238,932 △750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5동) 176,730 177,480 △750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대연5동) 176,730 177,480 △750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118,980 119,730 △750

201 일반운영비 10,230 8,030 2,200

01 사무관리비 2,624 2,124 500

○ 컬러복사기 토너 구입 500 0 500500,000원

02 공공운영비 7,606 5,906 1,700

○ 동주민센터 시설유지 3,406 1,706 1,700경정 3,406,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8,050 111,000 △2,950

01 시설비 108,050 111,000 △2,950

○ 동주민센터 석면 제거공사

48,050 51,000 △2,950경정 48,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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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6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6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대연6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6동 112,451 116,451 △4,000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6동) 50,020 54,020 △4,000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대연6동) 50,020 54,020 △4,000

통반장 활동비 32,900 36,900 △4,000

301 일반보상금 32,900 36,900 △4,0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32,900 36,900 △4,000

○ 통장 30,100 34,100 △4,00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27,200 30,800 △3,600

- 회의수당 2,900 3,300 △400

경정 27,200,000원

경정 2,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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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우암동

정책: 행정운영경비(우암동)

단위: 기본경비(우암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우암동 230,751 234,051 △3,300

행정운영경비(우암동) 96,847 100,147 △3,300

기본경비(우암동) 96,847 100,147 △3,300

기본경비(우암동) 96,847 100,147 △3,300

201 일반운영비 31,177 34,477 △3,300

02 공공운영비 21,022 24,322 △3,300

○ 물탱크 청소비 0 60 △60

○ 청소년공부방 및 쌈지도서관 관리 100 3,340 △3,240

- 정수기 관리 0 780 △780

- 전기요금 0 1,800 △1,800

- 상하수도 요금 0 480 △480

-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0 100 △100

- 정화조 청소비 0 80 △8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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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1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1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문현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1동 297,884 296,349 1,535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1동) 209,799 208,264 1,535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문현1동) 209,799 208,264 1,535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140,749 139,214 1,535

401 시설비및부대비 112,915 113,130 △215

01 시설비 112,915 113,130 △215

○ 동주민센터 석면재 철거 및 천장재설치 공사

20,500 21,670 △1,170

○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 20,255 20,600 △345

○ 2층문서고외 출입문 교체 1,300 0 1,300

경정 20,500,000원

경정 20,255,000원

1,3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5,078 13,328 1,7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78 13,328 1,750

○ 행사용 접이식의자 1,750 0 1,75035,000원*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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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2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2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문현2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2동 299,763 304,330 △4,567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2동) 212,238 216,163 △3,925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문현2동) 212,238 216,163 △3,925

동 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159,813 161,573 △1,760

201 일반운영비 12,313 11,873 440

01 사무관리비 4,176 3,736 440

○ 동 현판 교체 440 0 44044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46,800 149,000 △2,200

01 시설비 146,800 149,000 △2,200

○ 동 주민센터 창호 교체 및 기타공사

20,900 22,000 △1,100

○ 동민의 집 옥상 및 벽면 보수공사

20,900 22,000 △1,100

경정 20,900,000원

경정 20,900,000원

통, 반장 활동비 47,615 48,590 △975

301 일반보상금 47,615 48,590 △97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47,615 48,590 △975

○ 통장 43,140 44,040 △90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39,640 39,840 △200

- 회의수당 3,500 4,200 △700

○ 반장보상 4,475 4,550 △75

경정 39,640,000원

경정 3,500,000원

경정 4,475,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4,810 6,000 △1,190

301 일반보상금 4,810 6,000 △1,190

11 기타보상금 4,810 6,000 △1,190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2,610 3,000 △390

○ 동민의집 관리원 보상 2,200 3,000 △800

경정 2,610,000원

경정 2,200,000원

행정운영경비(문현2동) 87,525 88,167 △642

기본경비(문현2동) 87,525 88,167 △642

기본경비(문현2동) 87,525 88,167 △642

405 자산취득비 33,253 33,895 △642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253 33,895 △642

○ 냉난방기 3,358 4,000 △642경정 3,357,500원

- 8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3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3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문현3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3동 168,469 173,958 △5,489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3동) 104,608 109,049 △4,441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문현3동) 104,608 109,049 △4,441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40,543 42,881 △2,338

401 시설비및부대비 27,162 29,500 △2,338

01 시설비 27,162 29,500 △2,338

○ 지하회의실 석면천장 및 창호 등 보수공사

20,252 22,000 △1,748

○ 지하회의실 LED등 6,910 7,500 △590

경정 20,252,000원

경정 6,909,900원

통반장 활동비 61,065 63,168 △2,103

301 일반보상금 61,065 63,168 △2,103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61,065 63,168 △2,103

○ 통장 55,765 56,918 △1,153

- 기본수당 및 상여금 50,685 51,518 △833

- 회의수당 5,080 5,400 △320

○ 반장보상 5,300 6,250 △950

경정 50,685,000원

경정 5,080,000원

경정 5,300,000원

행정운영경비(문현3동) 63,861 64,909 △1,048

기본경비(문현3동) 63,861 64,909 △1,048

기본경비(문현3동) 63,861 64,909 △1,048

201 일반운영비 18,169 19,217 △1,048

02 공공운영비 10,890 11,938 △1,048

○ 전기요금 4,590 5,400 △810

○ 상·하수도요금 497 600 △103

○ 자동차보험료(소형화물) 765 900 △135

경정 4,589,990원

경정 496,190원

경정 764,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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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4동

정책: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4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문현4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4동 195,076 173,254 21,822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문현4동) 109,698 111,026 △1,328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문현4동) 109,698 111,026 △1,328

동주민센터 유지 및 차량관리 50,098 51,426 △1,328

201 일반운영비 19,318 23,026 △3,708

01 사무관리비 3,256 4,256 △1,000

○ 주민복합센터 운영수용비 1,400 2,400 △1,000경정 1,400,000원

02 공공운영비 16,062 18,770 △2,708

○ 동주민센터 시설유지 750 1,245 △495

○ 행정장비 관리유지 500 1,000 △500

○ 동차량(소형화물) 2,100 2,400 △300

○ 주민복합센터 관리 3,043 4,456 △1,413

- 시설유지 300 1,123 △823

- 상하수도요금 250 840 △590

경정 750,000원

경정 500,000원

경정 2,100,000원

경정 300,000원

경정 25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7,680 25,300 2,380

01 시설비 27,680 25,300 2,380

○ 동사 창문 블라인드 설치 2,380 0 2,3802,380,000원

행정운영경비(문현4동) 85,378 62,228 23,150

기본경비(문현4동) 85,378 62,228 23,150

기본경비(문현4동) 85,378 62,228 23,150

201 일반운영비 22,386 23,686 △1,300

02 공공운영비 14,334 15,634 △1,300

○ 전기요금 9,000 9,600 △600

○ 상·하수도요금 1,000 1,200 △200

○ 우편요금 3,100 3,600 △500

경정 9,000,000원

경정 1,000,000원

경정 3,100,000원

405 자산취득비 25,450 1,000 24,4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450 1,000 24,450

○ 냉난방기 구입 20,500 0 20,500

- 민원실 냉난방기 6,300 0 6,300

- 회의실 냉난방기 7,040 0 7,040

- 동장실 냉난방기 2,160 0 2,160

- 설치비 등 5,000 0 5,000

○ 캐비닛 구입 3,480 0 3,480

○ 이동형 파일 서랍 구입 720 0 720

○ 민원업무용 레이저프린터 750 1,000 △250

6,300,000원*1대

3,520,000원*2대

2,160,000원*1대

5,000,000원

3,480,000원

180,000원*4개

경정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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