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공고 제2020-10호

보람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보람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장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제2020-02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운영장소: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운영프로그램: 풍물 외 28개 프로그램 (전체 46개 강좌)
◦ 프로그램강사: 31명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 총괄

계

43,001,999

수입
전기이월액 2월 수입
40,118,229
2,883,770

계

6,827,460

지출
2월 지출 기타 집행잔액 비고
6,827,460
36,174,539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수입내역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43,001,999
1 2020년 1월 이월금
40,118,229
2
수강료
2,858,750 수강인원×수업료 2월 접수등록자 수강료
요가4반 허** 수강료 과오납금
3
20,000
하모니카
김** 수강료 과오납금
4 수강료 관련 과오납금
2,500
캘리그라피 허** 수강료 과오납금
5
2,500
어린이난타 서** 환불수강료 과오납금
6
20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지출내역
지출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6,827,460
2020년 1월 운영사무봉사료 지급
1,900,000 손** 외 1명
2020년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접수봉사료 지급
150,000 석** 외 1명(3일)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협의회 연비회 지급
300,000
사무용품(차류 포함) 구입비 지출
56,200 차류, 볼펜 등
복합기 임차료 지급(1월분)
33,000
주민자치프로그램(난타) 재료비 구입
100,000 북채 20벌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배너 제작비 지급
198,000 홍보배너 4장
전화 및 인터넷 이용요금 지급(1월분)
50,550
문자서비스 이용요금 지급(1월분)
8,440
수강료 환불
4,006,270 문** 외 87명
수강료 과오납금 환불
25,000 허** 외 2명
(어린이난타 수강생 서** 환불수강료 과입금 20원 포함)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보람동주민자치위원회(직인)

※ 붙임 2020년 2월 보람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거래일
자

2020년 2월 보람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세부내역
거래현황
잔액
입출금내역

입금액

지출액

계

2,883,770

6,827,460

2020년 1월 이월금

36,174,539
40,118,229

2020-02-03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조** 외 3명)

200,000

40,318,229

2020-02-04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박** 외 9명)

450,000

40,768,229

2020-02-05

2020년 2월 운영사무 봉사료 지급

2020-02-05

1,900,000

38,868,229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접수 봉사료 지급

150,000

38,718,229

2020-02-05

2020년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연비회 지급

300,000

38,418,229

2020-02-05

사무용품 구입비 지출

56,200

38,362,029

2020-02-06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황** 외 4명)

2020-02-06

수강료 환불(문** 외 32명)

2020-02-07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허** 외 4명)
※ 하모니카 김**, 캘리그라피 허** 수강료 과오납금 5,000원 포함

245,000

37,163,279

2020-02-10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안** 외 3명)

142,500

37,305,779

2020-02-10

복합기 임차료 지급(1월분)

2020-02-10

착오입금 수강료(요가4반 수강생 허**)

2020-02-1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김* 외 12명)

2020-02-1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한**)

2020-02-12

주민자치프로그램(난타) 재료비 구입

100,000

37,840,279

2020-02-12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배너 제작비 지급

198,000

37,642,279

2020-02-13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강** 외 7명)

2020-02-13

수강료 환불(원** 외 17명)

2020-02-13

수강료 과오납금 환불(김** 외 1명)

2020-02-14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최** 외 2명)

145,000

37,317,279

2020-02-17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정** 외 2명)

150,000

37,467,279

2020-02-17

수강료 착오입금액 환불(요가4반 수강생 허**)

2020-02-18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장** 외 3명)

2020-02-19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육**)

2020-02-20

수강료 환불(도** 외 29명)
※ 어린이난타 수강생 서** 환불수강료 착오지출 20원 포함

2020-02-20

환불수강료 착오지출금 반납(어린이난타 수강생 서**)

2020-02-21

193,750

38,555,779
1,637,500

33,000

36,918,279

37,272,779

20,000

37,292,779

600,000

37,892,779

47,500

37,940,279

395,000

38,037,279
860,000

37,177,279

5,000

37,172,279

20,000

37,447,279

175,000

37,622,279

45,000

37,667,279
1,338,770

36,328,509

20

36,328,529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원**)

37,500

36,366,029

2020-02-24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노**)

37,500

36,403,529

2020-02-25

전화 및 인터넷 이용요금 지급(1월분)

2020-02-25

문자서비스 이용요금 지급(1월분)

2020-02-27

수강료 환불(백** 외 3명)

50,550

36,352,979

8,440

36,344,539

170,000

36,174,539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