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3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3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3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3동 252,742 261,292 △8,55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3동) 109,460 117,580 △8,1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3동) 109,460 117,580 △8,120

통·반장 활동 지원 103,090 110,250 △7,160

301 일반보상금 103,090 110,250 △7,16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03,090 110,250 △7,160

○ 통장 95,140 96,100 △960

- 회의수당 8,340 9,300 △960

○ 반장보상 7,950 14,150 △6,200

경정 8,340,000원

경정 7,950,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440 2,400 △960

301 일반보상금 1,440 2,400 △960

11 기타보상금 1,440 2,400 △960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440 2,400 △960경정 1,440,000원

행정운영경비(대연3동) 143,282 143,712 △430

기본경비(대연3동) 143,282 143,712 △430

기본경비(대연3동) 143,282 143,712 △430

201 일반운영비 81,062 80,562 500

02 공공운영비 50,442 49,942 500

○ 상하수도요금 1,700 1,200 500경정 1,700,000원

202 여비 49,470 50,400 △930

01 국내여비 49,470 50,400 △930

○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49,470 50,400 △930경정 49,47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5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5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5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5동 207,309 210,409 △3,1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5동) 61,790 64,890 △3,1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5동) 61,790 64,890 △3,100

통·반장 활동 지원 55,190 58,290 △3,100

301 일반보상금 55,190 58,290 △3,1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55,190 58,290 △3,100

○ 통장 50,040 53,140 △3,10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45,200 48,000 △2,800

- 회의수당 4,840 5,140 △300

경정 45,200,000원

경정 4,84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6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6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6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6동 195,284 209,192 △13,908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6동) 93,522 107,430 △13,908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6동) 93,522 107,430 △13,908

통·반장 활동 지원 44,515 51,950 △7,435

301 일반보상금 44,515 51,950 △7,43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44,515 51,950 △7,435

○ 통장 41,940 46,500 △4,56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37,800 42,000 △4,200

- 회의수당 4,140 4,500 △360

○ 반장보상 2,575 5,450 △2,875

경정 37,800,000원

경정 4,140,000원

경정 2,575,000원

동주민센터 이전 42,647 49,120 △6,473

201 일반운영비 2,019 5,000 △2,981

03 행사운영비 2,019 5,000 △2,981

○ 신축 동사 개소식 2,019 5,000 △2,981경정 2,018,280원

405 자산취득비 40,628 44,120 △3,492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28 5,120 △3,492

○ 화장실 에어드라이어 1,628 5,120 △3,492경정 1,628,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호1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1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용호1동 325,932 331,027 △5,095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1동) 147,745 149,970 △2,225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1동) 147,745 149,970 △2,225

통·반장 활동 지원 142,105 144,330 △2,225

301 일반보상금 142,105 144,330 △2,22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42,105 144,330 △2,225

○ 통장 126,380 127,080 △700

- 기본수당 및 상여금 114,400 114,800 △400

- 회의수당 11,980 12,280 △300

○ 반장보상 15,725 17,250 △1,525

경정 114,400,000원

경정 11,980,000원

경정 15,725,000원

행정운영경비(용호1동) 178,187 181,057 △2,870

기본경비(용호1동) 178,187 181,057 △2,870

기본경비(용호1동) 178,187 181,057 △2,870

202 여비 55,710 57,120 △1,410

01 국내여비 55,710 57,120 △1,410

○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55,710 57,120 △1,410경정 55,71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80 25,540 △1,460

01 시설비 24,080 25,540 △1,460

○ 동사 시설 개선 및 석면 제거 공사

19,940 21,400 △1,460경정 19,94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호4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4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4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용호4동 130,672 130,152 5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4동) 53,820 53,300 5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4동) 53,820 53,300 52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720 1,200 520

301 일반보상금 1,720 1,200 520

11 기타보상금 1,720 1,200 52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720 1,200 520경정 1,72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만1동

정책: 행정운영경비(감만1동)

단위: 기본경비(감만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감만1동 190,884 189,534 1,350

행정운영경비(감만1동) 98,974 97,624 1,350

기본경비(감만1동) 98,974 97,624 1,350

기본경비(감만1동) 98,974 97,624 1,350

405 자산취득비 5,250 3,900 1,3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 3,900 1,350

○ 동장실 의자 450 0 450

○ 주민등록증감별기 900 0 900

450,000원*1개

900,000원*1개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3동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현3동)

단위: 기본경비(문현3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3동 155,144 153,128 2,016

행정운영경비(문현3동) 86,614 84,598 2,016

기본경비(문현3동) 86,614 84,598 2,016

기본경비(문현3동) 86,614 84,598 2,016

405 자산취득비 9,106 7,090 2,01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106 7,090 2,016

○ 사무실 파티션 구입 1,323 0 1,323

○ 탕비실 전기온수기 구입 330 0 330

○ 새마을문고 책장 구입 363 0 363

- 책장 198 0 198

- 책꽂이 165 0 165

132,300원*10개

330,000원*1개

99,000원*2개

55,000원*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