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시민문화센터
정책: 평생사회교육강화
단위: 사회교육과정운영 (단위:천원)

시민문화센터 766,892 769,871 △2,979

평생사회교육강화 734,446 742,168 △7,722

사회교육과정운영 226,458 209,990 16,468

주간반 교육 191,675 173,070 18,605

201 일반운영비 186,120 167,120 19,000

165,120 19,200184,32001  사무관리비

19,200184,320 165,120  ○3 운영수당

19,200184,320 165,120경정 184,320,000원    ▷주간반 강사수당

2,000 △2001,80002  공공운영비

△2001,800 2,000  ○1 공공요금 및 제세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교육문화센터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202 여비 1,620 1,800 △180

1,800 △1801,62001  국내여비

 △180 1,620  1,800  경정 1,620,000원

  ○주간반 교육수강생 모집 홍보여비

206 재료비 1,935 2,150 △215

2,150 △2151,93501  재료비

△2151,935 2,150경정 1,935,000원  ○주간반 교육재료비

직장인야간반 14,410 14,500 △90

202 여비 810 900 △90

900 △9081001  국내여비

 △90 810  900  경정 810,000원

  ○직장인 야간반 수강생 모집 홍보 여비

꿈나무방학교실 3,705 3,950 △245

201 일반운영비 3,300 3,500 △200

3,500 △2003,30001  사무관리비

△2003,300 3,500  ○3 운영수당

 △200 3,300  3,500  경정 3,300,000원

    ▷꿈나무 방학교실 강사수당

202 여비 405 450 △45

450 △4540501  국내여비

 △45 405  450  경정 405,000원

  ○꿈나무 방학교실 수강생 모집 홍보 여비

새내기 사회인교실 6,048 6,720 △672

201 일반운영비 6,048 6,720 △672

6,720 △6726,04801  사무관리비

△6726,048 6,720  ○3 운영수당

 △672 6,048  6,720  경정 6,048,000원

    ▷새내기 사회인교실 강사수당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민문화센터
정책: 평생사회교육강화
단위: 사회교육과정운영 (단위:천원)

실버대학 10,620 11,750 △1,130

201 일반운영비 7,200 8,000 △800

8,000 △8007,20001  사무관리비

△8007,200 8,000  ○3 운영수당

△8007,200 8,000경정 7,200,000원    ▷실버대학 강사수당

206 재료비 450 500 △50

500 △5045001  재료비

△50450 500경정 450,000원  ○한마음축제 재료비

301 일반보상금 2,520 2,800 △280

2,800 △2802,52010  행사실비보상금

△30270 300경정 270,000원  ○한마음축제 사회자 보상

 △250 2,250  2,500  경정 2,250,000원

  ○실버대학 한마음축제 출연자 보상금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2,520 2,800 △280

전시회,발표회,시연회,바자회 2,520 2,800 △280

202 여비 810 900 △90

900 △9081001  국내여비

 △90 810  900  경정 810,000원

  ○전시회, 발표회, 시연회,바자회 업무추진

    여비

206 재료비 1,170 1,300 △130

1,300 △1301,17001  재료비

△80720 800경정 720,000원  ○작품전시회 재료비

△50450 500경정 450,000원  ○작품발표회 재료비

301 일반보상금 540 600 △60

600 △6054010  행사실비보상금

△60540 600경정 540,000원  ○작품발표회 사회자 보상

교육시설확충 및 정비 505,468 529,378 △23,910

청사시설유지관리 505,468 529,378 △23,910

201 일반운영비 101,908 109,878 △7,970

35,100 △2,51032,59001  사무관리비

△110990 1,100  ○1 일반수용비

△60540 600경정 540,000원    ▷물탱크 청소

△50450 500경정 450,000원    ▷정화조 청소

△2,10028,900 31,000  ○1 일반수용비

 △2,100 18,900  21,000  경정 18,900,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입간판설치

 △200 1,800  2,000  경정 1,800,000원

  ○부서명칭변경 입간판 설치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부서명칭변경 아크릴표지판 설치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민문화센터
정책: 평생사회교육강화
단위: 교육시설확충 및 정비 (단위:천원)

74,778 △5,46069,31802  공공운영비

△2,04018,360 20,400  ○1 공공요금 및 제세

△1,56014,040 15,600경정 14,040,000원    ▷전기요금

△4804,320 4,800경정 4,320,000원    ▷상하수도요금

△2,12019,098 21,218  ○2 연료비

 △1,622 14,607  16,229  경정 14,607,000원

    ▷교육문화센터 증기 보일러 연료비

 △202 1,827  2,029  경정 1,827,000원

    ▷교육문화센터 온수보일러

△96864 960경정 864,000원    ▷교육용 가스사용료

△2001,800 2,000경정 1,800,000원    ▷보일러 화학세관

△1,30031,860 33,160  ○3 시설장비 유지비

 △550 4,950  5,500  경정 4,950,000원

    ▷기계,전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6005,400 6,000경정 5,400,000원    ▷건물 유지비

 △150 1,350  1,500  경정 1,350,000원

    ▷교육용기자재 유지보수(컴퓨터,강당방

      송 장비등)

206 재료비 3,150 3,500 △350

3,500 △3503,15001  재료비

△100900 1,000경정 900,000원  ○약품(정화조용, 기계실용)

 △150 1,350  1,500  경정 1,350,000원

  ○전기재료(형광램프외 8종)

 △100 900  1,000  경정 900,000원

  ○기계실 소모품(오일휠터외 8종)

401 시설비및부대비 59,830 62,000 △2,170

62,000 △2,17059,83004  시설비

 △1,750 48,250  50,000  경정 48,250,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브라인더 설치

△42011,580 12,000경정 11,580,000원  ○중계모니터설치

405 자산취득비 340,580 354,000 △13,420

354,000 △13,420340,580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 2,910  3,000  경정 2,910,000원

  ○수강생 작품 진열장 제작

△30970 1,000경정 970,000원  ○난로구입

△13,300336,700 350,000경정 336,700,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

행정운영경비(시민문화센터) 32,446 27,703 4,743

인력운영비 16,886 16,903 △17

인력운영비 16,886 16,903 △17

203 업무추진비 3,463 3,480 △17

480 △1746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463 480경정 463,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시민문화센터
정책: 행정운영경비(시민문화센터)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기본경비 15,560 10,800 4,760

기본경비 15,560 10,800 4,760

201 일반운영비 14,750 9,900 4,850

9,900 4,85014,75001  사무관리비

5,00013,400 8,400  ○1 일반수용비

5,00013,400 8,400경정 13,400,000원    ▷부서운영비

△1501,350 1,500  ○5 급량비

△1501,350 1,500경정 1,350,000원    ▷야간,휴일근무

202 여비 810 900 △90

900 △9081001  국내여비

△90810 900경정 810,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