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단위: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천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555,582 2,663,511 △107,929

균              7,000 7,000 0

기             15,860 16,220 △360

분             43,410 43,410 0

도              8,180 8,360 △180

군          2,481,132 2,588,521 △107,389

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사회복지/노인ㆍ청소년) 386,381 427,590 △41,209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386,381 427,590 △41,209

내실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360,901 402,110 △41,209

101 인건비 39,393 50,027 △10,634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남녀 탈의실(샤워장)관리 인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50,027 △10,63439,393

 △9,520 8,160  17,680 34,000원*2명*120일

△1,1145,053 6,167

△143648 79143,180,000원*15/1,000*1식

△2571,166 1,42343,180,000원*27/1,000*1식

△4762,159 2,63543,180,000원*50/1,000*1식

△2381,080 1,31843,180,000원*25/1,000*1식

201 일반운영비 285,168 315,743 △30,575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양교실 교육 교재 유인

    ―프로그램 운영 홍보현수막 제작

    ―복사용지 구입

    ―수영장 소모품(헬파, 킥보드 등)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센터 전기료

  ○연료비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

42,120 △10,08032,040

△10,08021,060 31,140

△5,0000 5,0000원

 △2,880 1,440  4,320   60,000원*2개소*12회

△1,2001,200 2,40020,000원*5박스*12개월

△1,0000 1,0000원

273,623 △20,495253,128

△9,600116,500 126,100

△9,60062,400 72,0005,200,000원*12월

△10,895108,951 119,846

 △10,895 108,951  119,846   1,164원*30ℓ*10시간*26일*12월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1,074,628 1,141,348 △66,720

기              9,360 9,72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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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도              4,680 4,860 △180

군          1,060,588 1,126,768 △66,180

인력운영비 1,008,892 1,075,612 △66,720

기              9,360 9,720 △360

도              4,680 4,860 △180

군            994,852 1,061,032 △66,180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기금) 21,738 22,458 △720

기              9,360 9,720 △360

도              4,680 4,860 △180

군              7,698 7,878 △180

101 인건비 21,738 22,458 △720

기              9,360 9,720 △360

도              4,680 4,860 △180

군              7,698 7,878 △180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봉급

22,458 △72021,738

△72021,738 22,458

△72018,720 19,4401,560,000원*12월

△360기              9,360 9,720

△180도              4,680 4,860

△180군              4,680 4,860

인력운영비 987,154 1,053,154 △66,000

101 인건비 938,114 1,003,114 △65,000

01  기본급

  ○봉급

    ―기능8급

02  수당

  ○초과근무수당

    ―8급 및 기능8급

0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0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06  가계지원비

535,401 △42,000493,401

△42,000452,216 494,216

△42,000165,278 207,278165,278,000원

131,617 △6,000125,617

△6,00064,010 70,010

△6,00022,867 28,86722,867,000원

31,200 △1,00030,200

△1,00030,200 31,20030,200,000원

49,422 △4,00045,422

△4,00045,422 49,42245,422,000원

82,370 △5,0007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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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가계지원비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서관,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5,00077,370 82,37077,370,000원

115,647 △7,000108,647

△7,00021,268 28,268

△5,00011,450 16,45011,450,000원

△2,0003,484 5,4843,484,000원

204 직무수행경비 44,000 45,000 △1,0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6급이하)

12,000 △1,00011,000

△1,00011,000 12,000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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