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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채주(납부자) 세부사업명 세부항목 수입액 지출액 잔액

전기 계 959,615,620 787,039,650 172,575,970

2018-03-05
(01223) [지출]관인고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교육행정) 일용 임금 지급
김태영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물 수선비 0 123,680 172,452,290

2018-03-05(01227) [지출]1, 2월 관내출장 여비 지급 진형진외 5명 부서기본운영 행정실운영 0 270,000 172,182,290

2018-03-05(01227) [지출]1, 2월 관내출장 여비 지급 한병헌외 7명 부서기본운영 교무실운영 0 290,000 171,892,290

2018-03-05(01228) [지출]1, 2월 관외출장 여비 지급 진형진외 1명 부서기본운영 행정실운영 0 82,000 171,810,290

2018-03-05(01228) [지출]1, 2월 관외출장 여비 지급 하선향외 6명 부서기본운영 교무실운영 0 245,000 171,565,290

2018-03-05
(01218) [지출]교육정보화기자재(천정형 텔레비전) 설치

비 지출
동민오에이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30,000 171,435,290

2018-03-05(01221) [지출]교무실 프린터 소모품 교체비 지출 동민오에이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0 66,000 171,369,290

2018-03-05(01211) [지출]12월~2월 음식물폐기물 수거비 (주)신환경 학교급식운영 [수익자] 운영비 0 181,500 171,187,790

2018-03-06
(01217) [지출]교육정보화기자재(천정형 텔레비전) 구입

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3,579,220 167,608,570

2018-03-06(01222) [지출]전입 교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568,420 166,040,150

2018-03-07(01220) [지출]급식실 소모품 구입(다원CS) (주)다원씨에스 학교급식운영 급식기구확충비 0 486,000 165,554,150

2018-03-07(01208) [지출]급식실 청소 용역비 다다크린 학교급식운영
[기본운영]급식운영

비
0 1,100,000 164,454,150

2018-03-07(01219) [지출]급식실 에어커튼 교체 (주)다원씨에스 학교급식운영 [목적]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기구및시설확충) 0 556,390 163,897,760

2018-03-07(01219) [지출]급식실 에어커튼 교체 (주)다원씨에스 학교급식운영 급식기구확충비 0 298,610 163,599,150

2018-03-07(01224) [지출]2018 입학식 행사 물품 구입 덕우기획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0 100,000 163,499,150

2018-03-07(01206) [지출]2018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구입비 아이비클럽 학생복지운영 [수익자]교복구입비 0 5,483,400 158,0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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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1180) [지출]관인중고 교사동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비 지출
탑판넬 학교시설장비유지

교사동 화장실 칸막

이 교체 공사
0 11,147,870 146,867,880

2018-03-12(01193) [지출]급실실 소모품 구입(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학교급식운영 급식기구확충비 0 191,700 146,676,180

2018-03-12
(01216) [지출]2018 신학기 교육과정운영계획 교직원 간

담회 식비
솔향기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0 124,000 146,552,180

2018-03-12(01214) [지출]행정실 업무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동민오에이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726,000 145,826,180

2018-03-12(01194) [지출]환경개선을 위한 물품(벽시계) 구입비 (주)이베이코리아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443,910 145,382,270

2018-03-12(01196) [지출]급식실 소모품 구입(HK마트) (주)에이치케이 학교급식운영 급식기구확충비 0 162,700 145,219,570

2018-03-12(01213) [지출]체육관 비치용 시계 구입비 관인고등학교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53,900 145,065,670

2018-03-12
(01182) [지출]2018 전입,전출교사 업무 인수·인계 및 

신학기 업무 간담회 비용 지출
솔향기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0 240,000 144,825,670

2018-03-13(01207) [지출]2018학년도 학생용 교과서 구입 대금 성진서적외 1명 학생복지운영 [수익자]교과서대금 0 7,472,920 137,352,750

2018-03-15
(01203) [지출]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책장, 사물함) 구입

비 지출
서울지방조달청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2,298,220 135,054,530

2018-03-15
(01181) [지출]관인중고 특별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지

출
삼성전자 학교시설장비유지

특별실 냉난방기 교

체
0 10,910,630 124,143,900

2018-03-20
(01204) [지출]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화이트보드,

출석부장)
(주)가구원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902,000 123,241,900

2018-03-20
(01146) [지출]관인고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설계용역비

 지급
삼설엔지니어링 학교시설장비유지

[목적]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0 7,468,000 115,773,900

2018-03-20(01205) [지출]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신발장) (주)가구원 부서기본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0 1,925,000 113,848,900

0 58,727,070 -58,727,07003 월 계

0 58,727,070 -58,727,070기간 계

누 계 959,615,620 845,766,720 113,8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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