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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 451,423,520 352,515,600 98,907,920

2018-03-05(00783) [지출]신규교사 관련 현수막 제작비 지출 덕우기획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0 55,000 98,852,920

2018-03-05(00786) [지출]2018학년도 입학 축하 현수막 제작비 지출 덕우기획 자율활동
입학식 및 졸업식 

운영
0 55,000 98,797,920

2018-03-05(00796) [지출]1, 2월 관내출장 여비 지급 진선미외 8명 부서기본운영 교무실 운영 0 350,000 98,447,920

2018-03-05(00796) [지출]1, 2월 관내출장 여비 지급 최단비외 1명 부서기본운영 행정실 운영 0 90,000 98,357,920

2018-03-05(00759) [지출]자기주도학습실 네트워크 허브설치비 지출 동민오에이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120,000 98,237,920

2018-03-05
(00774) [지출]제2교무실 내선(일반전화기) 추가 설치 비

용 지출
(주)한북테크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77,000 98,160,920

2018-03-05(00797) [지출]1, 2월 관외출장 여비 지급 정영미외 2명 부서기본운영 교무실 운영 0 230,000 97,930,920

2018-03-05(00797) [지출]1, 2월 관외출장 여비 지급 최단비외 1명 부서기본운영 행정실 운영 0 59,000 97,871,920

2018-03-06
(00614) [지출]2017학년도 Wee클래스 학생대상 학원수강

료 지급
팬텀멀티짐 학생생활상담지도

[기본]Wee클래스 운

영비
0 80,000 97,791,920

2018-03-06
(00709) [지출]과학교과 수업용 물품(3D프린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과학교과활동 과학교과운영 0 2,499,420 95,292,500

2018-03-06
(00762)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전자레인

지) 구입비 지출
마이스쿨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407,000 94,885,500

2018-03-06
(00764)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신장체중

계) 구입비 지출
스쿨로닷컴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638,000 93,247,500

2018-03-06
(00750)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시설관리

실용 천공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3,418,360 89,829,140

2018-03-06
(00748)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제1교무

실용 복사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4,423,760 85,405,380

2018-03-06
(00776) [지출]2017학년도 플랜트 정수기 임대관리비용 

지출
(주)구츠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1,380,000 84,025,380

2018-03-06
(00729) [지출]관인중고 교실 내 직립형 냉난방기 설치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754,040 83,2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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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00729) [지출]관인중고 교실 내 직립형 냉난방기 설치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급내 직립형 냉난

방기 설치공사비
0 23,000,000 60,271,340

2018-03-07
(00751)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시청각실

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2,322,470 57,948,870

2018-03-07
(00752)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레이저프

린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5,032,020 52,916,850

2018-03-07
(00752)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레이저프

린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1,437,720 51,479,130

2018-03-07
(00753)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데스크톱

 컴퓨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5,367,390 46,111,740

2018-03-07
(00761)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모니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749,390 44,362,350

2018-03-13
(00787) [지출]2017학년도 4분기 관인중고등학교 교육공

무직원 간담회 식비 지출
관인중학교 부서기본운영 교장실 운영 0 140,000 44,222,350

2018-03-13
(00798) [지출]행정실용 무선키보드, 마우스 세트 구입비

 지출
관인중학교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49,700 44,072,650

2018-03-13
(00799) [지출]사무용 복사용지(A4) 구입비 지출 (중증장

애인생산품)
관인중학교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903,000 43,169,650

2018-03-13
(00782) [지출]신학기 준비 청소 참여학생 간식 제공비 

지출
관인중학교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0 31,000 43,138,650

2018-03-13
(00788) [지출]2018 신학기 교육과정운영계획 관련 교직

원 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관인중학교 부서기본운영 교장실 운영 0 148,000 42,990,650

2018-03-13
(00780) [지출]화장실 소변기센서 교체 및 체육관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비 지출
관인중학교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87,600 42,903,050

2018-03-13
(00756) [지출]2018 전입,전출교사 업무 인수·인계 및 

신학기 업무 간담회 비용 지출
관인중학교 부서기본운영 교장실 운영 0 100,000 42,803,050

2018-03-13(00777) [지출]미술수업 재료비 지출 관인중학교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목적]혁신공감학교

운영
0 11,180 42,791,870

2018-03-13(00781) [지출]자유학년제 재료비 지출 관인중학교 자유학기제활동 자유학년제 운영비 0 150,000 42,641,870

2018-03-13
(00770) [지출]창의융합과학 물품 (3D프린트 필라멘트, 

ND자석) 구입비 지출
관인중학교 자유학기제활동 자유학년제 운영비 0 259,000 42,382,870

2018-03-13(00802) [지출] 2018.3월 우편요금 지급(3.12.결제) 관인우체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2,670 42,380,200

2018-03-15
(00766)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업무용책

상, 의자, 파티션)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2,796,050 39,584,150

2018-03-15
(00749) [지출]2017학년도 관인중고 교육기자재(컴퓨터실

용 냉난방기)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운영 0 2,635,120 36,9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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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0792) [지출]2018학년도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학

급 교실 전기승압 공사비 지출
진우전기공사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 신설비 0 2,392,500 34,556,530

2018-03-20
(00794) [지출]2018학년도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학

급 교재교구(비조달) 구입비 지출
(주)가구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 신설비 0 1,277,000 33,279,530

2018-03-20
(00791) [지출]2018학년도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학

급 교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주)신바람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 신설비 0 7,709,000 25,570,530

2018-03-20
(00793) [지출]2018학년도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학

급 교재교구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 신설비 0 12,343,600 13,226,930

0 85,680,990 -85,680,99003 월 계

0 85,680,990 -85,680,990기간 계

누 계 451,423,520 438,196,590 13,2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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