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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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호저면 582,542 600,711 △18,169

호저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65,078 166,376 △1,298

호저면 주민생활지원 165,078 166,376 △1,298

호저면 주민참여행정 61,812 63,110 △1,298

301 일반보상금 61,812 63,110 △1,298

09 행사실비보상금 2,702 4,000 △1,298

○다문화 결혼이민자 한국문화체험 어울림행사

1,702 3,000 △1,298경정 1,702,000원

호저면 사업경비 318,880 319,880 △1,000

호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8,880 319,880 △1,000

호저면 주민숙원사업 300,000 301,000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1,000 △1,000

03 시설부대비 0 1,000 △1,000

○시설부대비 0 1,000 △1,000경정 0원

호저면 행정운영경비 98,584 114,455 △15,871

호저면 인력운영비 43,256 44,127 △871

호저면 인력운영비 43,256 44,127 △871

101 인건비 43,256 44,127 △87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 871 △871

○연장근로수당 0 871 △871

▷현업종사원(환경정비) 0 871 △871경정 0원

호저면 기본경비 55,328 70,328 △15,000

호저면 기본경비 55,328 70,328 △15,000

202 여비 37,400 52,400 △15,000

01 국내여비 37,400 52,400 △15,000

○기본업무수행여비 35,400 50,400 △15,000경정 35,4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부론면

정책: 부론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단위: 부론면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부론면 600,325 636,075 △35,750

부론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192,121 224,121 △32,000

부론면 주민생활지원 192,121 224,121 △32,000

부론면 주민참여행정 59,080 62,080 △3,000

301 일반보상금 56,080 59,080 △3,0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4,000 △3,000

○3도 접경면 친선체육대회 0 3,000 △3,000경정 0원

부론면 청사운영관리 28,134 31,134 △3,000

201 일반운영비 18,134 21,134 △3,000

02 공공운영비 18,134 21,134 △3,000

○공공요금 및 제세 12,032 14,032 △2,000

○연료비 3,102 4,102 △1,000

경정 12,032,000원

경정 3,102,000원

부론면 행정지원 46,907 71,907 △25,000

201 일반운영비 20,827 25,827 △5,000

02 공공운영비 8,827 13,827 △5,000

○차량유지비(화물소형) 2,832 6,832 △4,000

○차량유지비(복지차량) 1,395 2,395 △1,000

경정 2,832,000원

경정 1,395,000원

202 여비 26,080 46,080 △20,000

01 국내여비 26,080 46,080 △20,000

○기본업무수행여비 26,080 46,080 △20,000경정 26,080,000원

부론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58,000 59,000 △1,000

201 일반운영비 14,000 15,000 △1,000

01 사무관리비 14,000 15,000 △1,000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4,000 15,000 △1,000경정 14,000,000원

부론면 사업경비 319,130 319,880 △750

부론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19,130 319,880 △750

부론면 주민숙원사업 300,250 301,000 △75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250 301,000 △750

03 시설부대비 250 1,000 △750

○시설부대비 250 1,000 △750경정 250,000원

부론면 행정운영경비 89,074 92,074 △3,000

부론면 기본경비 54,216 57,216 △3,000

부론면 기본경비 54,216 57,216 △3,000

202 여비 2,840 5,840 △3,000

01 국내여비 2,840 5,840 △3,000

○기본업무수행여비 840 3,840 △3,000경정 84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흥업면

정책: 흥업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단위: 흥업면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흥업면 613,871 641,711 △27,840

흥업면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171,763 199,603 △27,840

흥업면 주민생활지원 171,763 199,603 △27,840

흥업면 행정지원 60,527 88,367 △27,840

202 여비 36,000 63,840 △27,840

01 국내여비 36,000 63,840 △27,840

○기본업무수행여비 36,000 63,840 △27,840경정 36,0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신림면

정책: 신림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단위: 신림면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신림면 708,550 734,950 △26,400

신림면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303,717 330,117 △26,400

신림면 주민생활지원 303,717 330,117 △26,400

신림면 행정지원 62,347 88,747 △26,400

202 여비 24,000 50,400 △26,400

01 국내여비 24,000 50,400 △26,400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0 50,400 △26,400경정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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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원인동 195,860 214,268 △18,40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2,001 123,601 △11,600

원인동 주민생활지원 112,001 123,601 △11,600

주민참여행정 60,510 61,510 △1,000

301 일반보상금 60,510 61,510 △1,000

09 행사실비보상금 0 1,000 △1,000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 0 1,000 △1,000경정 0원

행정지원 25,931 36,531 △10,600

202 여비 11,000 21,600 △10,600

01 국내여비 11,000 21,600 △10,600

○기본업무수행여비 11,000 21,600 △10,600경정 11,000,000원

행정운영경비(원인동) 49,731 56,539 △6,808

인력운영비 22,871 28,679 △5,808

인력운영비 22,871 28,679 △5,808

101 인건비 22,871 28,679 △5,808

01 보수 22,000 27,808 △5,808

○시간외근무수당 22,000 27,808 △5,808경정 22,000,000원

원인동 기본경비 26,860 27,860 △1,000

기본경비 26,860 27,860 △1,000

202 여비 1,000 2,000 △1,000

01 국내여비 1,000 2,000 △1,000

○관외여비 1,000 2,000 △1,000경정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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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개운동 302,137 329,816 △27,679

개운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84,819 192,134 △7,315

개운동 주민생활지원 184,819 192,134 △7,315

개운동 주민참여행정 82,365 83,440 △1,075

301 일반보상금 82,365 83,440 △1,075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81,365 82,440 △1,075

○반장활동비 5,925 7,000 △1,075경정 5,925,000원

개운동 행정지원 53,195 59,435 △6,240

202 여비 24,000 30,240 △6,240

01 국내여비 24,000 30,240 △6,240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0 30,240 △6,240경정 24,000,000원

개운동 사업경비 66,853 75,050 △8,197

개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6,853 75,050 △8,197

개운동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정비 16,853 25,050 △8,197

101 인건비 9,153 17,350 △8,19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53 17,350 △8,197

○도로변 등 잡초제거 7,153 10,410 △3,257

○도로변 등 제설작업 2,000 6,940 △4,940

경정 7,153,000원

경정 2,000,000원

개운동 행정운영경비 50,465 62,632 △12,167

개운동 인력운영비 28,000 40,167 △12,167

개운동 인력운영비 28,000 40,167 △12,167

101 인건비 28,000 40,167 △12,167

01 보수 28,000 40,167 △12,167

○시간외근무수당 28,000 40,167 △12,167경정 2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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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명륜1동 184,241 195,141 △10,900

명륜1동 사업경비 11,400 22,300 △10,900

명륜1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400 22,300 △10,900

명륜1동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정비 11,400 22,300 △10,900

101 인건비 6,450 17,350 △10,9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50 17,350 △10,900

○도로변 등 잡초제거 3,600 10,410 △6,810

○도로변 등 제설작업 2,850 6,940 △4,090

경정 3,600,000원

경정 2,85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일산동

정책: 일산동 행정운영경비

단위: 일산동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일산동 251,187 250,977 210

일산동 행정운영경비 83,112 82,902 210

일산동 인력운영비 35,068 34,858 210

인력운영비 35,068 34,858 210

101 인건비 35,068 34,858 21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81 871 210

○연장근로수당 210 0 210

▷수당 210 0 21021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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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우산동 445,376 455,176 △9,800

우산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196,071 197,871 △1,800

우산동주민생활지원 196,071 197,871 △1,800

주민참여행정 92,780 94,580 △1,800

301 일반보상금 92,780 94,580 △1,8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91,780 93,580 △1,800

○반장활동비 6,500 8,300 △1,800경정 6,500,000원

우산동 행정운영경비 68,542 76,542 △8,000

우산동 기본경비 33,684 41,684 △8,000

기본경비 33,684 41,684 △8,000

202 여비 17,760 25,760 △8,000

01 국내여비 17,760 25,760 △8,000

○기본업무수행여비 15,760 23,760 △8,000경정 15,76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태장1동

정책: 태장1동 행정운영경비

단위: 태장1동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태장1동 356,740 354,650 2,090

태장1동 행정운영경비 74,089 71,999 2,090

태장1동 기본경비 45,410 43,320 2,090

태장1동 기본경비 45,410 43,320 2,090

405 자산취득비 7,540 5,450 2,09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540 5,450 2,090

○PC 1,300 0 1,300

○책상 340 0 340

○의자 300 0 300

○서랍 150 0 150

1,300,000원*1대

340,000원*1개

300,000원*1개

150,000원*1개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봉산동

정책: 봉산동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단위: 봉산동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봉산동 450,635 525,635 △75,000

봉산동 주민행정서비스활동 강화 177,565 182,565 △5,000

봉산동 주민생활지원 177,565 182,565 △5,000

봉산동 청사운영관리 23,780 28,780 △5,000

201 일반운영비 23,780 28,780 △5,000

02 공공운영비 23,780 28,780 △5,000

○제세 공과금 15,660 20,660 △5,000경정 15,660,000원

봉산동 사업경비 214,100 284,100 △70,000

봉산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4,100 284,100 △70,000

봉산동 주민숙원사업 190,000 260,000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0 260,000 △70,000

01 시설비 190,000 260,000 △70,000

○번재길 가드레일 설치공사(L=25m) 0 20,000 △20,000

○화실유암길 배수로 설치(L=50m) 0 20,000 △20,000

○14통 우수관로 설치공사(L=60m) 0 30,000 △30,00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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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무실동 417,083 442,083 △25,000

무실동 주민행정서비스 활동 강화 242,875 267,875 △25,000

무실동 주민생활지원 242,875 267,875 △25,000

무실동 주민참여행정 116,760 121,760 △5,000

301 일반보상금 116,760 121,760 △5,00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15,760 120,760 △5,000

○반장활동비 10,800 15,800 △5,000경정 10,800,000원

무실동 행정지원 62,035 82,035 △20,000

202 여비 21,040 41,040 △20,000

01 국내여비 21,040 41,040 △20,000

○기본업무수행여비 21,040 41,040 △20,000경정 21,04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민원행정과

정책: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단위: 주민생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민원행정과 409,840 449,672 △39,832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331,756 346,046 △14,290

주민생활지원 331,756 346,046 △14,290

주민참여행정 206,280 220,570 △14,290

301 일반보상금 206,280 220,570 △14,290

05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204,280 218,570 △14,290

○통장수당 139,200 141,600 △2,400

○통장상여금 23,200 23,600 △400

○통장회의참석수당 26,880 28,320 △1,440

○반장활동비 15,000 25,050 △10,050

경정 139,200,000원

경정 23,200,000원

경정 26,880,000원

경정 15,000,000원

행정운영경비 78,084 103,626 △25,542

인력운영비 33,456 44,998 △11,542

인력운영비 33,456 44,998 △11,542

101 인건비 33,456 44,998 △11,542

01 보수 33,456 43,256 △9,800

○시간외근무수당 33,456 43,256 △9,800경정 33,456,000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 1,742 △1,742

○연장근로수당 0 1,742 △1,742

▷현업종사원(부속실) 0 1,742 △1,742경정 0원

기본경비 44,628 58,628 △14,000

기본경비 44,628 58,628 △14,000

202 여비 19,900 33,900 △14,000

01 국내여비 19,900 33,900 △14,000

○기본업무수행여비 18,400 32,400 △14,000경정 18,400,000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복지행정과

정책: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단위: 주민복지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9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문막읍 ~ 안전도시과

복지행정과 87,124 108,750 △21,626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12,326 12,895 △569

주민복지 지원 12,326 12,895 △569

민관안전망 구축사업 431 1,000 △569

301 일반보상금 431 1,000 △569

09 행사실비보상금 431 1,000 △569

○민관협력기관 회의 실비보상 431 1,000 △569경정 431,000원

행정운영경비 74,798 95,855 △21,057

인력운영비 34,218 44,125 △9,907

인력운영비 34,218 44,125 △9,907

101 인건비 34,218 44,125 △9,907

01 보수 34,000 43,256 △9,256

○시간외근무수당 34,000 43,256 △9,256경정 34,000,000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8 869 △651

○연장근로수당 218 869 △651

▷행정보조원(복지상담) 218 869 △651경정 218,000원

기본경비 40,580 51,730 △11,150

기본경비 40,580 51,730 △11,150

202 여비 24,810 35,960 △11,150

01 국내여비 24,810 35,960 △11,150

○기본업무수행여비 23,410 34,560 △11,150경정 23,4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