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본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건축행정과 780,196 795,016 △14,820

주택 건설 및 운영 780,196 795,016 △14,820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주택사업특별회계) 780,196 795,016 △14,820

국민주택관리 231,434 252,839 △21,405

101 인건비 20,390 19,790 6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390 19,790 600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금 계수정리 인

부 20,390

― 기본급 10,034

― 장기근속가산금 1,004

― 상여금 3,345

― 급량비 960

― 주휴수당 2,063

― 연차수당 199

― 시간외수당 1,785

― 교통보조비 600

― 명절휴가비 400

39,660원*1명*253일

39,660원*1명*253일*10%

10,033,980원원*4/12

80,000원*1명*12월

39,660원*1명*52일

39,660원*1명*5일

7,436원*20시간*1명*12월

50,000원*1명*12월

200,000원*1명*2회

201 일반운영비 108,674 108,170 504

01 사무관리비 51,442 50,942 500

○일반수용비 50,602

―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 및 기타

소송 45,000

― 미분양상가 감정평가수수료

3,500

― 레이져 프린터 토너 1,422

― 프린터 수선비 200

― 복사용지 480

○급량비 840

― 국민주택상환금 정리 및 장기체납자 납부

특근급식비 840

4,500,000원*10세대

250,000원*7개소*2개기관

237,000원*1대*6회

50,000원*1대*4회

20,000원*2박스*12월

7,000원*2명*5일*12월

02 공공운영비 57,232 57,228 4

○공공요금 및 제세 5,464

― 국민주택,비파아파트 및 상가 화재보험료(2

8세대,8개소) 300

― 장기체납자 강제징수 안내 내용증명 등기우

편료 284

― 장기체납자 강제징수 안내 내용증명 등기반

송료 200

―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요금

480

― 비파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요금

4,200

300,000원*1식

1,770원*40세대*4회

2,000원*100통

40,000원*12회

50,000원*7개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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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금

39,000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료

1,248

○시설장비 유지비 11,520

―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시설유지비

11,520

3,000,000원*13세대

96,000원*13세대

120,000원*8개소*12월

202 여비 7,349 6,606 743

01 국내여비 7,349 6,606 743

○주택상환금 장기체납자 납부독려 관내여비

5,760

○주택상환금 장기체납자 납부독려 관외여비

1,589

20,000원*3명*8회*12월

264,800원*2명*3회

311 차입금이자상환 1,066 4,800 △3,734

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066 4,800 △3,734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 1,066

― 비파1차 103동 임대아파트 건립 자금 융자

금 이자 상환 1,06620,500,000원*5.2%

401 시설비및부대비 56,000 56,000 0

01 시설비 56,000 56,000 0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56,0008,000,000원*7개소

601 차입금원금상환 20,500 34,200 △13,700

06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0,500 34,200 △13,700

○국민주택 융자금 잔액 원금 상환 20,500

― 비파1차 103동 임대아파트 건립 자금 융자

금 잔액 원금 상환 20,50020,500,000원

802 반환금기타 17,455 23,273 △5,818

03 과오납금등 17,455 23,273 △5,818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

17,4555,818,070원*3세대

예비비 548,762 542,177 6,585

801 예비비 548,762 542,177 6,585

01 예비비 548,762 542,177 6,585

○예비비 548,762548,7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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