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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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558,910 383,604 175,306

국             84,694

구            474,216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33,364 35,489 △2,125

도시정비 33,364 35,489 △2,125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3,364 35,489 △2,125

201 일반운영비 30,864 31,829 △965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재건축관련 안내홍보물 인쇄

    ○ 건축관련 각종 서식 인쇄

    ○ 건축관련법규 도서구입비

    ○ 무허가건축물 철거작업 소모품구입(톱

      날, 장갑 등)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압류등기(말소) 수수료

    ○ 공유재산관리

      ·현황ㆍ분할측량 수수료

      · 감정수수료

    ○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 복사기 토너 구입

    ○ 정비사업추진용 프린터토너(글초롱525

      HN)및 드럼구입

    ○ 불법건축물정비용프린터토너(CHP4550D

      )및 드럼구입

    ○ 건축물대사출력용프린터토너(ML2150G)

      및드럼구입

  ◎ 임차료

    ○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 운영수당

28,379 △83027,549

15,293

 4,000  20,000원*200부

 400  100원*500매*8종

48080,000원*6권

 300  50,000원*6회

 40

 40  2,000원*20건*1부

3,463

 2,463  (233,000원*5필지)+(259,600원*5필지)

1,000200,000원*5필지

 2,250  9,000원*250건

1,240310,000원*2대*2개

 1,060  265,000원*4조

 780  130,000원*6조

 1,280  160,000원*8개

1,056

 1,056  352,000원*3회

11,2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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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정비사업 업무 관련 우송료

      · 일반우표

      · 등기우표

    ○ 무허가건축물 정비 관련 우송료

      · 일반우표

      · 등기우표

    ○ 건축민원 및 진정서 등 우송료

      · 일반우표

      · 등기우표

 1,680  70,000원*8명*3회

 1,120  70,000원*8명*2회

 8,400  70,000원*12명*10회

3,450 △1353,315

3,315

1,200

150250원*50건*12월

1,0501,750원*50건*12월

615

90250원*30건*12월

5251,750원*25건*12월

1,500

450250원*150건*12월

1,0501,750원*50건*12월

203 업무추진비 2,500 3,000 △5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도시·주거 환경정비 및 활성화 추진

3,000 △5002,500

 2,500  2,500,000원*1년

청사 환경개선(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316,103 203,117 112,986

청사 신ㆍ증축 및 유지ㆍ보수 316,103 203,117 112,986

청사 유지관리 316,103 203,117 112,986

201 일반운영비 208,303 203,117 5,18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물가정보 구독료

    ○ 표준품셈 외 2종 구입

    ○ 방화관리대행수수료(정밀 점검료 포함

      )

    ○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정기검사 포

      함)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7,080 1,3208,400

8,400

360180,000원*2종

12040,000원*3종

 3,600  300,000원*12월

 4,320  180,000원*2대*12회

196,037 3,866199,903

184,872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축과
정책: 청사 환경개선(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청사 신ㆍ증축 및 유지ㆍ보수 (단위:천원)

    ○ 전기요금

    ○ 자가용전기설비 요청점검 수수료(950K

      W)

    ○ 청사정화조 청소 수수료

    ○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 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 각실과 TV 수신료

    ○ 청사 재해, 손해배상공제회비

    ○ 소방안전협회비

    ○ 전력기술인협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청사건물 유지비

      · 본관

      · 별관(10년이상)

      · 냉난방기 유지비

137,28011,440,000원*12월

 1,255  1,255,000원*1식

 1,957  (171,050ℓ-750ℓ)/100*1,140원+15,200원

 14,520  1,210,000원*12월

2,0001,000,000원*2회

2,5002,500,000원*1년

1,0202,500원*34대*12월

 24,140  24,140,000원*1년

100100,000원*1년

100100,000원*1년

15,031

15,031

5,2573,839원*6,846㎡*0.2

6,7743,839원*3,529㎡*0.5

3,000100,000원*30대

401 시설비및부대비 107,800 0 107,800

01  시설비

  ◎ 무정전원장치설치 전기공사

  ◎ 의회동 전기시설물 개체공사

    ○ 발전기 수리 및 분전반 개체

    ○ 등기구 개체

  ◎ 의회동 동측 벽면 개선공사

    ○ 동측 벽면 마감재 개체공사

    ○ 동측 장호 개체공사

03  시설부대비

  ◎ 의회동 동측 벽면 개선공사

0 107,100107,100

 6,000  6,000,000원*1식

24,000

 14,000  14,000,000원*1식

10,00010,000,000원*1식

77,100

 38,400  240㎡*160,000원

38,700129㎡*300,000원

0 700700

 700  700,000원*1식

재무활동(건축과)(기타/기타) 84,694 0 84,694

국             84,69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축과
정책: 재무활동(건축과)(기타/기타)
단위: 보전지출 (단위:천원)

보전지출 84,694 0 84,694

국             84,69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4,694 0 84,694

국             84,694

802 반환금기타 84,694 0 84,694

국             84,694

03  과오납금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0 84,69484,694

84,69484,694,000원

국             84,694

행정운영경비(건축과)(기타/기타) 124,749 144,998 △20,249

인력운영비 62,390 78,313 △15,923

인건비 62,390 78,313 △15,923

101 인건비 58,190 71,113 △12,923

02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기능8급)

    ○ 9급(기능9급)

71,113 △12,92358,190

58,190

3,5279,796원*30시간*1명*12월

11,9708,312원*30시간*4명*12월

26,8467,457원*30시간*10명*12월

7,2176,682원*30시간*3명*12월

8,6305,993원*30시간*4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200 7,200 △3,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04,200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 62,359 66,685 △4,326

기본경비 62,359 66,685 △4,326

201 일반운영비 9,559 12,925 △3,36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 특근급식비

12,925 △3,3669,559

9,559

 4,279

  ((20,000원*19명*1년)+(23,000원*18명*12월

  ))*0.8

 5,280  (5,000원*22명*5식*12월)*0.8

202 여비 52,800 53,760 △96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축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

53,760 △96052,800

 52,800  20,000원*10일*22명*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