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건축과 ~ 건축과

부서: 건축과
정책: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단위: 도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축과 488,795 541,714 △52,919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135,636 155,555 △19,919

도시정비 135,636 155,555 △19,919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7,293 30,555 △3,262

201 일반운영비 18,193 21,455 △3,262

01 사무관리비 15,348 18,110 △2,762

  ◎ 임차료                     0                352            △352

    ○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0                352            △352

  ◎ 운영수당                 6,740              9,150          △2,410

    ○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0                560            △560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0                560            △560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참석수당
                    0              1,290          △1,29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02 공공운영비 2,845 3,345 △500

  ◎ 공공요금 및 제세                 2,845              3,345            △500

    ○ 정비사업 업무 관련 우송료                   700              1,200            △500

      · 등기우표                   550              1,050            △500  경정 550,000원*1년

공동주택지원사업 108,343 125,000 △16,657

307 민간이전 108,343 125,000 △16,657

02 민간경상보조 108,343 125,000 △16,657

  ◎ 공동주택관리 지원               108,343            125,000         △16,657  경정 108,343,000원*1년

청사 환경개선 254,412 271,412 △17,000

청사 신ㆍ증축 및 유지ㆍ보수 254,412 271,412 △17,000

청사 유지관리 254,412 271,412 △17,000

201 일반운영비 254,412 271,412 △17,000

02 공공운영비 247,600 264,600 △17,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99,570            216,570         △17,000

    ○ 전기요금               149,273            159,624         △10,351

    ○ 청사정화조 청소 수수료
                1,933              2,153            △220

    ○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17,024             18,024          △1,000

    ○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1,707              2,000            △293

    ○ 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2,872              3,000            △128

    ○ 청사 재해, 손해배상공제회비
               24,293             29,149          △4,856

    ○ 소방안전협회비                    48                100             △52

    ○ 전력기술인협회비                     0                100            △100

  경정 149,273,000원*1년

        경정 1,933,000원*1년

        경정 17,024,000원*1년

        경정 1,707,000원*1년

        경정 2,872,000원*1년

        경정 24,293,000원*1년

  경정 48,000원*1년

  경정 0원



부서: 건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축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행정운영경비(건축과) 98,747 114,747 △16,000

인력운영비 42,509 53,509 △11,000

인건비 42,509 53,509 △11,000

101 인건비 42,509 53,509 △11,000

01 보수 42,509 53,509 △11,000

  ◎ 시간외근무수당                42,509             53,509         △11,000

    ○ 6급                 9,900             11,970          △2,070

    ○ 7급                13,270             21,477          △8,207

    ○ 8급(기능8급)                 8,900              9,623            △723

  경정 9,900,000원*1년

  경정 13,270,000원*1년

  경정 8,900,000원*1년

기본경비 56,238 61,238 △5,000

기본경비 56,238 61,238 △5,000

202 여비 42,520 47,520 △5,000

01 국내여비 42,520 47,520 △5,000

  ◎ 기본업무추진여비                42,520             47,520          △5,000  경정 42,520,000원*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