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자치행정 실현

자치행정과

1,741,515 2,047,041 △305,526

[국           700]

[시     1,740,815]

자치역량 강화

1,594,835 1,799,661 △204,826

[국           700]

[시     1,594,135]

자치행정 실현 341,855 360,976 △19,121

열린행정 구현 316,155 316,726 △571

201 일반운영비 5,900 8,290 △2,390

01  사무관리비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제작

    ―초청장 등 제작

  ○설 및 추석연휴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70,000원*10명*2회 =

50,000원*4종*10개소 =

1,000원*500매*3회 =

5,000원*20명*1식*5일*2회 =

8,290 △2,3905,900

1,400

3,500

2,000

1,500

1,000

203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행정 시책업무 추진 10,500,000원 =

10,500 010,500

10,5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자치행정 실현

301 일반보상금 229,755 218,936 10,819

02  장학금및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10  행사실비보상금

  ○통·반장 및 시민초청 시정설명회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가자 보상

12  기타보상금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

    ―문화시설 탐방 등

  ○모범가족 상패

  ○시민의 날 기념 유공시민 등 상패

  ○선행 시민 등 표창장 제작

600,000원*50명*2회 =

1,000,000원*30명*2회 =

5,000원*200명*1회 =

10,000원*100명*1회 =

30,160원*50명*25일*2회 =

30,160원*50명*4일*2회 =

30,160원*50명*1일*2회 =

3,000원*50명*25일*2회 =

20,000원*50명*2회 =

100,000원*3가족*4회 =

30,000원*150명 =

4,150원*500명 =

120,000

3,000

95,936

0

△1,000

11,819

120,000

120,000

60,000

60,000

2,000

1,000

1,000

107,755

99,980

75,400

12,064

3,016

7,500

2,000

1,200

4,500

2,075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자치행정 실현

307 민간이전 70,000 45,000 25,000

02  민간경상보조

  ○8.15 광복절 기념행사 사업지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

20,000,000원 =

50,000,000원 =

45,000 25,00070,000

20,000

50,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25,700 44,250 △18,550

201 일반운영비 24,000 38,850 △14,850

01  사무관리비

  ○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지원비

  ○ 주민자치센터 전략프로그램 운영비

3,000,000원*4개동주민센터 =

3,000,000원*4개동주민센터 =

38,850 △14,85024,000

12,000

12,000

303 포상금 1,700 2,600 △900

01  포상금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500,000원*1개소 =

300,000원*2개소 =

200,000원*3개소 =

2,600 △9001,700

1,700

500

600

600

지역안정 도모

14,900 17,600 △2,700

[국           700]

[시        14,2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자치행정 실현

지역상황 관리 4,000 4,000 0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

01  사무관리비

  ○상황파악 및 여론수렴 상황근무자 급식비 5,000원*4명*200일 =

4,000 04,000

4,000

비상대비 훈련 10,200 10,800 △600

201 일반운영비 10,200 10,800 △600

01  사무관리비

  ○을지연습 실시

    ―상황판 제작

    ―사무장비 임차

    ―훈련참가자 급식비

80,000원*15종 =

180,000원*2종*5개 =

5,000원*160명*3식*3일 =

10,800 △60010,200

10,200

1,200

1,800

7,200

인력동원훈련
700 2,800 △2,100

[국           700]

301 일반보상금
700 2,800 △2,100

[국           700]

10  행사실비보상금

  ○인력동원훈련보상금 70,000원*10명 =

2,800 △2,100700

700

[국           7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지역안정 도모

문화시민운동 추진 24,000 34,245 △10,245

선진 시민의식 제고 24,000 34,245 △10,245

201 일반운영비 15,000 21,960 △6,960

01  사무관리비

  ○문화시민운동 시민의식 교육 강사수당

  ○문화시민운동 행사지원 급식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등 활동장비 제작

400,000원*10월 =

5,000원*40명*5회 =

2,500원*2종*2,000개 =

21,960 △6,96015,000

4,000

1,000

10,000

301 일반보상금 6,000 8,685 △2,685

10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시민운동 참석 민간인 급식비

12  기타보상금

  ○문화시민운동 유공 시민, 단체 표창

5,000원*80명*5회 =

50,000원*20명*4회 =

6,735

1,950

△4,735

2,050

2,000

2,000

4,000

4,000

303 포상금 3,000 3,600 △600

01  포상금

  ○문화시민운동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 500,000원*6개동주민센터 =

3,600 △6003,000

3,000

민간협력 활성화 1,214,080 1,386,840 △172,760

사회단체 역량 강화 71,170 83,690 △12,520

201 일반운영비 6,760 7,780 △1,02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민간협력 활성화

01  사무관리비

  ○공익활동 우수사례집 발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 및 교육 교재 제작비

  ○자유공론 구입비

  ○국민운동단체 등 행사지원 급식비

03  행사운영비

  ○사회단체 워크숍

7,000원*300부 =

5,000원*2종*100부 =

5,500원*10권*12월 =

5,000원*4명*5회*10월 =

2,000,000원 =

3,780

4,000

980

△2,000

4,760

2,100

1,000

660

1,000

2,000

2,000

301 일반보상금 1,500 1,500 0

10  행사실비보상금

  ○국민운동단체 행사 등 참가자 급식비 5,000원*20명*15회 =

1,500 01,500

1,500

307 민간이전 62,910 74,410 △11,500

02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국민교육비

    ―1박2일

    ―2박3일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아름다운거리만들기 사업(새마을회)

  ○국민운동단체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가 지원

61,000원*10명 =

110,000원*120명 =

20,000원*130명 =

15,000,000원 =

1,500,000원 =

40,410 △7,50032,910

13,810

610

13,200

2,600

15,000

1,5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민간협력 활성화

04  민간행사보조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제16회 자연보호 정착 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자연보호)

  ○제16회 자연보호 정착 학생웅변대회(자연보호)

  ○제8회 시민독서경진대회(새마을문고)

1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

34,000 △4,00030,000

10,000

10,000

3,000

7,00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142,910 1,303,150 △160,240

201 일반운영비 2,910 3,150 △240

01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수당

    ―기본

    ―초과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수당

70,000원*3명*2회 =

30,000원*3명*1회 =

100,000원*4명*2회*3일 =

3,150 △2402,910

510

420

90

2,400

307 민간이전 1,140,000 1,300,000 △160,000

03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풀) 1,140,000,000원 =

1,300,000 △160,0001,140,000

1,140,000

행정운영경비(자치행정과) 46,680 47,380 △700

인력운영비 4,200 4,200 0

물건비 4,200 4,200 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자치역량 강화
단위:민간협력 활성화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 04,200

4,200

기본경비 42,480 43,180 △700

일반운영비 20,880 21,220 △340

201 일반운영비 20,880 21,220 △34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50,000원*18명*12월 =

40,000원*18명*12월 =

120,000원*1대*12월 =

21,220 △34020,880

10,800

8,640

1,440

여비 21,600 21,960 △360

202 여비 21,600 21,960 △360

01  국내여비

  ○자치행정추진 여비 100,000원*18명*12월 =

21,960 △36021,600

21,600

재무활동(자치행정과) 100,000 200,000 △100,000

내부거래지출 100,000 200,000 △100,000

부천시장학기금전출금 100,000 200,000 △100,000

702 기금전출금 100,000 200,000 △10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자치행정과
정책:재무활동(자치행정과)
단위:내부거래지출

01  기금전출금

  ○부천시 장학기금 100,000,000원 =

200,000 △100,000100,000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