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대연1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1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1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1동 192,780 198,779 △5,999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1동) 92,593 93,808 △1,215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1동) 92,593 93,808 △1,215

통·반장 활동 지원 88,065 88,240 △175

301 일반보전금 88,065 88,240 △17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88,065 88,240 △175

  ○반장보상                 3,825              4,000            △175  경정 3,825,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360 2,400 △1,040

301 일반보전금 1,360 2,400 △1,040

12 기타보상금 1,360 2,400 △1,04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360              2,400          △1,040      경정 1,360,000원

행정운영경비(대연1동) 100,187 104,971 △4,784

기본경비(대연1동) 100,187 104,971 △4,784

기본경비(대연1동) 100,187 104,971 △4,784

202 여비 11,510 15,959 △4,449

01 국내여비 11,510 15,959 △4,449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1,510             15,959          △4,449  경정 11,51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5,750 6,000 △250

01 시설비 5,750 6,000 △250

  ○옥상 난간 균열보수 및 배수로 방수공사
                3,950              4,000             △50

  ○1층 주차장 트렌치 배수관 교체공사
                1,800              2,000            △200

      경정 3,950,000원

      경정 1,800,000원

405 자산취득비 6,415 6,500 △8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15 6,500 △85

  ○복사기                 6,415              6,500             △85  경정 6,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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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3동 283,159 287,984 △4,825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3동) 153,575 158,400 △4,825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3동) 153,575 158,400 △4,825

통·반장 활동 지원 146,675 147,900 △1,225

301 일반보전금 146,675 147,900 △1,22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46,675 147,900 △1,225

  ○반장                 6,275              7,500          △1,225  경정 6,275,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800 3,600 △1,800

301 일반보전금 1,800 3,600 △1,800

12 기타보상금 1,800 3,600 △1,800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800              3,600          △1,800  경정 1,800,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400 3,200 △1,800

301 일반보전금 1,400 3,200 △1,800

12 기타보상금 1,400 3,200 △1,80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400              3,200          △1,800      경정 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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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대연5동 184,742 191,062 △6,3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대연5동) 93,020 97,340 △4,3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대연5동) 93,020 97,340 △4,320

통·반장 활동 지원 89,120 89,840 △720

301 일반보전금 89,120 89,840 △72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89,120 89,840 △720

  ○반장보상                 4,880              5,600            △720  경정 4,880,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100 3,600 △1,500

301 일반보전금 2,100 3,600 △1,500

12 기타보상금 2,100 3,600 △1,500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2,100              3,600          △1,500  경정 2,100,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00 3,200 △2,100

301 일반보전금 1,100 3,200 △2,100

12 기타보상금 1,100 3,200 △2,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1,100              3,200          △2,100      경정 1,100,000원

행정운영경비(대연5동) 91,722 93,722 △2,000

기본경비(대연5동) 91,722 93,722 △2,000

기본경비(대연5동) 91,722 93,722 △2,000

202 여비 14,880 16,880 △2,000

01 국내여비 14,880 16,880 △2,000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4,880             16,880          △2,000  경정 14,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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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용호1동 348,864 355,764 △6,9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1동) 216,850 219,750 △2,9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1동) 216,850 219,750 △2,900

통·반장 활동 지원 212,410 214,410 △2,000

301 일반보전금 212,410 214,410 △2,0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212,410 214,410 △2,000

  ○반장보상                15,850             17,850          △2,000  경정 15,850,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500 2,400 △900

301 일반보전금 1,500 2,400 △900

12 기타보상금 1,500 2,400 △900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500              2,400            △900  경정 1,500,000원

행정운영경비(용호1동) 132,014 136,014 △4,000

기본경비(용호1동) 132,014 136,014 △4,000

기본경비(용호1동) 132,014 136,014 △4,000

202 여비 11,120 15,120 △4,000

01 국내여비 11,120 15,120 △4,000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1,120             15,120          △4,000  경정 11,12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용호2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2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2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용호2동 170,613 176,739 △6,126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용호2동) 97,544 103,670 △6,126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용호2동) 97,544 103,670 △6,126

통·반장 활동 지원 94,660 97,570 △2,910

301 일반보전금 94,660 97,570 △2,91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94,660 97,570 △2,910

  ○통장                88,860             88,920             △60

    -회의수당                 9,060              9,120             △60

  ○반장보상                 5,800              8,650          △2,850

  경정 9,060,000원

  경정 5,800,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644 3,600 △1,956

301 일반보전금 1,644 3,600 △1,956

12 기타보상금 1,644 3,600 △1,956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644              3,600          △1,956  경정 1,644,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40 1,800 △560

301 일반보전금 1,240 1,800 △560

12 기타보상금 1,240 1,800 △56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보상
                1,240              1,800            △560      경정 1,240,000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0 700 △700

301 일반보전금 0 700 △700

04 자율방범대실비지원 0 700 △700

  ○용품비                     0                100            △100

  ○간식비                     0                600            △600

  경정 0원

  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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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감만1동 224,528 222,358 2,170

행정운영경비(감만1동) 84,498 82,328 2,170

기본경비(감만1동) 84,498 82,328 2,170

기본경비(감만1동) 84,498 82,328 2,170

201 일반운영비 45,638 43,468 2,170

01 사무관리비 23,096 20,926 2,170

  ○공유재산 사용료                 2,170                  0            2,170  2,17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만2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감만2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감만2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감만2동 180,084 187,104 △7,02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감만2동) 117,135 120,295 △3,16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감만2동) 117,135 120,295 △3,16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800 3,600 △1,800

301 일반보전금 1,800 3,600 △1,800

12 기타보상금 1,800 3,600 △1,800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800              3,600          △1,800  경정 1,800,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840 3,200 △1,360

301 일반보전금 1,840 3,200 △1,360

12 기타보상금 1,840 3,200 △1,36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840              3,200          △1,360      경정 1,840,000원

행정운영경비(감만2동) 62,949 66,809 △3,860

기본경비(감만2동) 62,949 66,809 △3,860

기본경비(감만2동) 62,949 66,809 △3,860

202 여비 3,610 7,470 △3,860

01 국내여비 3,610 7,470 △3,860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610              7,470          △3,860  경정 3,61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우암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우암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우암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우암동 215,607 211,207 4,4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우암동) 139,138 134,738 4,400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우암동) 139,138 134,738 4,400

우리동네 빨래방·쉼터 운영 4,400 0 4,400

201 일반운영비 200 0 200

01 사무관리비 200 0 200

  ○현판 설치                   200                  0              200  200,000원

405 자산취득비 4,200 0 4,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 0 4,200

  ○에어컨                 1,600                  0            1,600

  ○세탁기                   700                  0              700

  ○소파                   600                  0              600

  ○서랍장                   300                  0              300

  ○싱크대                   850                  0              850

  ○가스레인지                   150                  0              150

  800,000원*2대

  700,000원*1대

  600,000원*1대

  300,000원*1개

  850,000원

  150,000원*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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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3동 220,695 217,895 2,800

행정운영경비(문현3동) 98,155 95,355 2,800

기본경비(문현3동) 98,155 95,355 2,800

기본경비(문현3동) 98,155 95,355 2,800

405 자산취득비 4,800 2,000 2,8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 2,000 2,800

  ○서명패드                 1,000                  0            1,000

  ○신분증판독기                 1,800                  0            1,800

  500,000원*2대

  900,000원*2대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현4동
정책: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문현4동)
단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문현4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2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대연1동 ~ 문현4동

문현4동 163,467 170,789 △7,322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기반강화(문현4동) 92,171 96,443 △4,272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 운영 내실화(문현4동) 92,171 96,443 △4,27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248 3,600 △2,352

301 일반보전금 1,248 3,600 △2,352

12 기타보상금 1,248 3,600 △2,352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248              3,600          △2,352  경정 1,248,000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80 3,200 △1,920

301 일반보전금 1,280 3,200 △1,920

12 기타보상금 1,280 3,200 △1,92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280              3,200          △1,920      경정 1,280,000원

행정운영경비(문현4동) 71,296 74,346 △3,050

기본경비(문현4동) 71,296 74,346 △3,050

기본경비(문현4동) 71,296 74,346 △3,050

202 여비 3,260 6,310 △3,050

01 국내여비 3,260 6,310 △3,050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260              6,310          △3,050  경정 3,2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