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호저면

정책: 호저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호저면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호저면 554,076 558,256 △4,180

호저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27,400 131,580 △4,180

호저면 주민생활지원 127,400 131,580 △4,180

호저면 주민참여행정 58,530 62,710 △4,180

301 일반보상금 58,530 62,710 △4,18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55,830 59,110 △3,280

○이장수당 38,400 40,800 △2,400

○이장상여금 6,400 6,800 △400

○이장회의참석수당 7,680 8,160 △480

경정 38,400,000원

경정 6,400,000원

경정 7,680,000원

09 행사실비보상금 2,700 3,600 △900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 0 900 △900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원인동

정책: 주민 행정 편의 도모

단위: 원인동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원인동 179,183 188,935 △9,75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05,368 108,368 △3,000

원인동 주민생활지원 105,368 108,368 △3,000

주민참여행정 58,410 61,410 △3,000

301 일반보상금 58,410 61,410 △3,0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58,410 60,510 △2,100

○반장활동비 2,650 4,750 △2,100경정 2,650,000원

09 행사실비보상금 0 900 △900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 0 900 △900경정 0원

행정운영경비(원인동) 42,019 48,771 △6,752

인력운영비 20,981 27,733 △6,752

인력운영비 20,981 27,733 △6,752

101 인건비 20,981 27,733 △6,752

01 보수 20,257 27,009 △6,752

○시간외근무수당 20,257 27,009 △6,752경정 20,257,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개운동

정책: 개운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개운동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개운동 286,658 329,253 △42,595

개운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86,175 187,050 △875

개운동 주민생활지원 186,175 187,050 △875

개운동 주민참여행정 82,465 83,340 △875

301 일반보상금 82,465 83,340 △87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81,565 82,440 △875

○반장활동비 6,125 7,000 △875경정 6,125,000원

개운동 사업경비 50,146 82,130 △31,984

개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146 82,130 △31,984

개운동 주민숙원사업 37,500 60,000 △2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500 60,000 △22,500

01 시설비 37,500 60,000 △22,500

○개운1길 골목정비(L=100m, B=2m)

18,000 20,000 △2,000

○구만이길 골목정비(L=100m, B=2m)

19,500 20,000 △500

○소규모 긴급 민원 해소사업 0 20,000 △20,000

경정 18,000,000원

경정 19,500,000원

경정 0원

개운동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정비 12,646 22,130 △9,484

101 인건비 5,716 15,200 △9,48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6 15,200 △9,484

○도로변 등 잡초제거 4,500 9,120 △4,620

○도로변 등 제설작업 1,216 6,080 △4,864

경정 4,500,000원

경정 1,216,000원

개운동 행정운영경비 50,337 60,073 △9,736

개운동 인력운영비 30,000 39,736 △9,736

개운동 인력운영비 30,000 39,736 △9,736

101 인건비 30,000 39,736 △9,736

01 보수 30,000 39,012 △9,012

○시간외근무수당 30,000 39,012 △9,012경정 30,000,000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 724 △724

○연장근로수당 0 724 △724

▷현업종사원(환경정비) 0 724 △724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명륜1동

정책: 명륜1동 사업경비

단위: 명륜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명륜1동 213,698 220,698 △7,000

명륜1동 사업경비 45,423 52,423 △7,000

명륜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423 52,423 △7,000

명륜1동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정비 12,655 19,655 △7,000

101 인건비 8,200 15,200 △7,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 15,200 △7,000

○도로변 등 잡초제거 2,120 9,120 △7,000경정 2,12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단계동

정책: 단계동 행정서비스활동 강화

단위: 단계동 주민생활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단계동 543,840 552,340 △8,500

단계동 행정서비스활동 강화 373,748 372,248 1,500

단계동 주민생활 지원 373,748 372,248 1,500

단계동주민자치센터 운영 21,500 20,000 1,500

405 자산취득비 1,500 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0 1,500

○화레이 1,500 0 1,500750,000원*2대

단계동 사업경비 82,850 92,850 △10,000

단계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2,850 92,850 △10,000

단계동 주민숙원사업 60,000 7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70,000 △10,000

01 시설비 60,000 70,000 △10,000

○28통 무상마을입구 배수로 정비공사(800*700)

0 10,000 △10,000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우산동

정책: 우산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우산동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우산동 421,697 423,222 △1,525

우산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64,919 163,819 1,100

우산동주민생활지원 164,919 163,819 1,100

주민참여행정 92,580 94,480 △1,900

301 일반보상금 92,580 94,480 △1,9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91,680 93,580 △1,900

○반장활동비 6,400 8,300 △1,900경정 6,400,000원

청사운영관리 14,658 11,658 3,000

201 일반운영비 14,658 11,658 3,000

02 공공운영비 14,658 11,658 3,000

○공공요금 및 제세 11,328 8,328 3,000경정 11,328,000원

우산동 행정운영경비 79,666 82,291 △2,625

우산동 인력운영비 34,110 36,735 △2,625

인력운영비 34,110 36,735 △2,625

101 인건비 34,110 36,735 △2,625

02 기타직보수 376 3,001 △2,625

○시간외근무수당 376 3,001 △2,625경정 376,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태장1동

정책: 태장1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강화

단위: 태장1동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태장1동 320,206 341,573 △21,367

태장1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강화 122,412 123,312 △900

태장1동 주민생활지원 122,412 123,312 △900

태장1동 주민참여행정 61,060 61,960 △900

301 일반보상금 61,060 61,960 △900

09 행사실비보상금 0 900 △900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 0 900 △900경정 0원

태장1동 사업경비 149,863 170,330 △20,467

태장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9,863 170,330 △20,467

태장1동 주민숙원사업 129,533 150,000 △20,467

401 시설비및부대비 129,533 150,000 △20,467

01 시설비 129,533 150,000 △20,46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등)

38,682 59,149 △20,467경정 38,682,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태장2동

정책: 태장2동 행정운영경비

단위: 태장2동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태장2동 465,364 468,365 △3,001

태장2동 행정운영경비 73,641 76,642 △3,001

태장2동 인력운영비 48,739 51,740 △3,001

태장2동 인력운영비 48,739 51,740 △3,001

101 인건비 48,739 51,740 △3,001

02 기타직보수 0 3,001 △3,001

○시간외근무수당 0 3,001 △3,001경정 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행구동

정책: 행구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강화

단위: 행구동 주민생활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행구동 331,953 328,953 3,000

행구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강화 120,462 114,462 6,000

행구동 주민생활 지원 120,462 114,462 6,000

행구동 청사운영관리 22,737 19,737 3,000

201 일반운영비 22,737 19,737 3,000

02 공공운영비 22,737 19,737 3,000

○공공요금 및 제세 17,237 15,237 2,000

○연료비 4,600 3,600 1,000

경정 17,237,000원

경정 4,600,000원

행구동 행정지원 40,495 37,495 3,000

201 일반운영비 19,305 16,305 3,000

01 사무관리비 13,899 10,899 3,000

○일반수용비 12,999 9,999 3,000경정 12,999,000원

행구동 사업경비 167,600 170,600 △3,000

행구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7,600 170,600 △3,000

행구동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정비 17,600 20,600 △3,000

101 인건비 12,200 15,200 △3,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200 15,200 △3,000

○도로변 등 제설작업 3,080 6,080 △3,000경정 3,08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무실동

정책: 무실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무실동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무실동 434,409 432,409 2,000

무실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257,292 255,292 2,000

무실동 주민생활지원 257,292 255,292 2,000

무실동 청사운영관리 31,672 29,672 2,000

201 일반운영비 31,672 29,672 2,000

02 공공운영비 31,672 29,672 2,000

○공공요금 및 제세 20,900 18,900 2,000경정 20,9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민원행정과

정책: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단위: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민원행정과 393,194 400,874 △7,680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294,315 299,315 △5,000

주민생활지원 294,315 299,315 △5,000

주민참여행정 208,010 213,010 △5,000

301 일반보상금 208,010 213,010 △5,0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206,210 211,210 △5,000

○통장수당 131,800 136,800 △5,000경정 131,800,000원

행정운영경비 98,879 101,559 △2,680

인력운영비 40,781 43,461 △2,680

인력운영비 40,781 43,461 △2,680

101 인건비 40,781 43,461 △2,680

01 보수 40,013 42,013 △2,000

○시간외근무수당 40,013 42,013 △2,000경정 40,013,000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68 1,448 △680

○연장근로수당 768 1,448 △680

▷현업종사원(부속실) 768 1,448 △680경정 768,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복지행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복지행정과 96,850 105,350 △8,500

행정운영경비 86,160 94,660 △8,500

인력운영비 34,208 42,708 △8,500

인력운영비 34,208 42,708 △8,500

101 인건비 34,208 42,708 △8,500

01 보수 33,513 42,013 △8,500

○시간외근무수당 33,513 42,013 △8,500경정 33,513,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안전도시과

정책: 주민안전서비스 강화

단위: 주민안전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1,034,863 1,629,863 △595,000

주민안전서비스 강화 950,518 1,545,518 △595,000

주민안전 지원 24,753 22,753 2,000

행정지원 15,861 13,861 2,000

206 재료비 5,510 3,510 2,000

01 재료비 5,510 3,510 2,000

○도로보수용 록하드 5,510 3,510 2,000경정 5,510,000원

주민지원사업 925,765 1,522,765 △597,000

공원녹지관리 544,130 1,144,130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300 1,001,300 △600,000

01 시설비 399,300 999,300 △600,000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개선

26,000 126,000 △100,000

○녹지공간 유지관리 210,000 710,000 △500,000

경정 26,000,000원

경정 210,000,000원

도로유지보수 181,575 178,575 3,000

201 일반운영비 6,075 3,075 3,000

02 공공운영비 6,075 3,075 3,000

○4 차량선박비 6,075 3,075 3,000

▷도로유지보수용 차량유지관리비(화물소형)

6,075 3,075 3,000경정 6,0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