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괴정1동

정책: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괴정1동 216,953 220,303 △3,350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70,583 173,083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70,583 173,083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250 11,750 △2,500

201 일반운영비 9,250 11,750 △2,500

01 사무관리비 9,250 11,75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괴정1동) 46,370 47,220 △850

기본경비 46,370 47,220 △850

기본경비 46,370 47,220 △850

203 업무추진비 7,636 8,486 △85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6 5,346 △8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6 5,346 △850경정 4,4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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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괴정2동

정책: 괴정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괴정2동 199,120 202,473 △3,353

괴정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50,856 153,356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50,856 153,356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23,060 25,560 △2,500

201 일반운영비 14,060 16,560 △2,500

01 사무관리비 13,700 16,20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괴정2동) 48,264 49,117 △853

기본경비 48,264 49,117 △853

기본경비 48,264 49,117 △853

203 업무추진비 7,673 8,526 △85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93 5,346 △5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93 5,346 △553경정 4,793,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2,700 △3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2,700 △300경정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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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괴정3동

정책: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괴정3동 230,480 233,829 △3,349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85,087 187,587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85,087 187,587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6,646 19,146 △2,500

201 일반운영비 11,146 13,646 △2,500

01 사무관리비 10,540 13,0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괴정3동) 45,393 46,242 △849

기본경비 45,393 46,242 △849

기본경비 45,393 46,242 △849

203 업무추진비 7,637 8,486 △849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7 5,346 △8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7 5,346 △849경정 4,4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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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괴정4동

정책: 괴정4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괴정4동 171,671 168,623 3,048

괴정4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26,684 122,786 3,898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26,684 122,786 3,898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770 12,270 △2,500

201 일반운영비 9,770 12,270 △2,500

01 사무관리비 9,770 12,27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90,900 89,690 1,210

301 일반보전금 90,900 89,690 1,21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90,900 89,690 1,210

○통장수당 67,200 64,800 2,400

○통장상여금 11,100 10,800 300

○통장회의참석수당 8,200 8,640 △440

○반장보상금 4,400 5,450 △1,050

경정 67,200,000원

경정 11,100,000원

경정 8,200,000원

경정 4,400,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22,485 17,297 5,188

201 일반운영비 22,485 17,297 5,188

02 공공운영비 18,899 13,711 5,188

○청사 건물유지 7,249 2,061 5,188경정 7,249,000원

행정운영경비(괴정4동) 44,987 45,837 △850

기본경비 44,987 45,837 △850

기본경비 44,987 45,837 △850

203 업무추진비 7,636 8,486 △85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6 5,346 △8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6 5,346 △850경정 4,4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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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당리동

정책: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당리동 260,545 263,898 △3,353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208,873 211,373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208,873 211,373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740 12,240 △2,500

201 일반운영비 9,740 12,240 △2,500

01 사무관리비 9,740 12,2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당리동) 51,672 52,525 △853

기본경비 51,672 52,525 △853

기본경비 51,672 52,525 △853

203 업무추진비 7,673 8,526 △85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경정 4,4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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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하단1동

정책: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하단1동 211,454 214,807 △3,353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61,384 163,884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61,384 163,884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770 12,270 △2,500

201 일반운영비 9,770 12,270 △2,500

01 사무관리비 9,770 12,27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하단1동) 50,070 50,923 △853

기본경비 50,070 50,923 △853

기본경비 50,070 50,923 △853

203 업무추진비 7,673 8,526 △85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경정 4,4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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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하단2동

정책: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하단2동 244,016 245,369 △1,353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93,320 193,820 △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93,320 193,820 △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7,932 20,432 △2,500

201 일반운영비 11,932 14,432 △2,500

01 사무관리비 11,532 14,032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22,576 20,576 2,000

201 일반운영비 22,576 20,576 2,000

02 공공운영비 19,550 17,550 2,000

○차량 유지(전기차 포함) 5,100 3,100 2,000경정 5,100,000원

행정운영경비(하단2동) 50,696 51,549 △853

기본경비 50,696 51,549 △853

기본경비 50,696 51,549 △853

203 업무추진비 7,673 8,526 △85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경정 4,4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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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신평1동

정책: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신평1동 266,187 269,547 △3,360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213,792 216,292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201,795 204,295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3,140 15,640 △2,500

201 일반운영비 13,140 15,640 △2,500

01 사무관리비 12,740 15,2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신평1동) 52,395 53,255 △860

기본경비 52,395 53,255 △860

기본경비 52,395 53,255 △860

203 업무추진비 7,666 8,526 △86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6 5,346 △3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6 5,346 △300경정 5,046,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0 480 △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0 480 △60경정 420,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00 2,7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00 2,700 △500경정 2,200,000원

- 8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신평2동

정책: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신평2동 181,776 184,396 △2,620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37,278 138,898 △1,62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37,278 138,898 △1,62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860 12,360 △2,500

201 일반운영비 9,860 12,360 △2,500

01 사무관리비 9,860 12,36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9,848 8,968 880

405 자산취득비 4,210 3,330 8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10 3,330 880

○사물함 구입 880 0 880880,000원

행정운영경비(신평2동) 44,498 45,498 △1,000

기본경비 44,498 45,498 △1,000

기본경비 44,498 45,498 △1,000

203 업무추진비 7,486 8,486 △1,0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46 5,346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46 5,346 △1,000경정 4,3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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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림1동

정책: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장림1동 231,191 225,929 5,262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81,709 175,594 6,115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66,258 160,143 6,115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720 12,220 △2,500

201 일반운영비 9,720 12,220 △2,500

01 사무관리비 9,720 12,22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59,040 50,425 8,615

401 시설비및부대비 42,615 34,000 8,615

01 시설비 42,615 34,000 8,615

○청사 옥상 및 창틀 등 방수공사 8,615 0 8,6158,615,000원

행정운영경비(장림1동) 49,482 50,335 △853

기본경비 49,482 50,335 △853

기본경비 49,482 50,335 △853

203 업무추진비 7,673 8,526 △85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93 5,346 △853경정 4,4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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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장림2동

정책: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장림2동 292,347 293,704 △1,357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236,470 238,970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236,470 238,970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0,340 12,840 △2,500

201 일반운영비 10,340 12,840 △2,500

01 사무관리비 10,340 12,8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장림2동) 55,877 54,734 1,143

기본경비 55,877 54,734 1,143

기본경비 55,877 54,734 1,143

201 일반운영비 17,232 15,232 2,000

02 공공운영비 6,400 4,400 2,000

○우편료 등 6,400 4,400 2,000경정 6,400,000원

203 업무추진비 7,709 8,566 △857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89 5,346 △85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89 5,346 △857경정 4,4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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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다대1동

정책: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다대1동 400,921 404,465 △3,544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321,563 324,063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321,563 324,063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1,120 13,620 △2,500

201 일반운영비 9,770 12,270 △2,500

01 사무관리비 9,770 12,27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다대1동) 79,358 80,402 △1,044

기본경비 79,358 80,402 △1,044

기본경비 79,358 80,402 △1,044

203 업무추진비 9,395 10,439 △1,044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55 6,399 △1,04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55 6,399 △1,044경정 5,3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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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다대2동

정책: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다대2동 342,453 345,876 △3,423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278,250 280,750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278,250 280,750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36,090 38,590 △2,500

201 일반운영비 19,140 21,640 △2,500

01 사무관리비 19,140 21,6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다대2동) 64,203 65,126 △923

기본경비 64,203 65,126 △923

기본경비 64,203 65,126 △923

203 업무추진비 8,303 9,226 △92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11 5,346 △5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11 5,346 △535경정 4,811,000원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6 640 △6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6 640 △64경정 576,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16 3,240 △3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16 3,240 △324경정 2,9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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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구평동

정책: 구평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구평동 142,466 145,090 △2,624

구평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04,474 106,374 △1,9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04,474 106,374 △1,9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9,390 11,890 △2,500

201 일반운영비 9,390 11,890 △2,500

01 사무관리비 9,390 11,89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18,052 17,452 600

201 일반운영비 18,052 17,452 600

02 공공운영비 15,679 15,079 600

○청사 전기료 6,600 6,000 600경정 6,600,000원

행정운영경비(구평동) 37,992 38,716 △724

기본경비 37,992 38,716 △724

기본경비 37,992 38,716 △724

203 업무추진비 6,516 7,240 △724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15 4,950 △5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15 4,950 △535경정 4,415,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01 1,890 △18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01 1,890 △189경정 1,7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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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천1동

정책: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감천1동 238,037 241,394 △3,357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85,529 188,029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85,529 188,029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0,040 12,540 △2,500

201 일반운영비 10,040 12,540 △2,500

01 사무관리비 10,040 12,54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감천1동) 52,508 53,365 △857

기본경비 52,508 53,365 △857

기본경비 52,508 53,365 △857

203 업무추진비 7,709 8,566 △857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89 5,346 △85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89 5,346 △857경정 4,4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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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감천2동

정책: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단위: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괴정1동 ~ 감천2동

감천2동 246,081 249,431 △3,350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기반강화 123,266 125,766 △2,500

행정복지센터 운영내실화 123,266 125,766 △2,500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10,360 12,860 △2,500

201 일반운영비 10,360 12,860 △2,500

01 사무관리비 10,360 12,860 △2,500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6,840 9,340 △2,500경정 6,840,000원

행정운영경비(감천2동) 44,944 45,794 △850

기본경비 44,944 45,794 △850

기본경비 44,944 45,794 △850

203 업무추진비 7,636 8,486 △85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46 5,346 △5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46 5,346 △500경정 4,846,000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50 2,700 △35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50 2,700 △350경정 2,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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