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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08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사회복지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총 계 27,748,998 28,100,041 △351,043

사회복지과 27,748,998 28,100,041 △351,043

취약계층 아동 보호 1,579,260 1,424,133 155,127

아동복지증진 1,579,260 1,424,133 155,12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11,340 456,213 155,127

307 민간이전 561,340 456,213 105,127

561,340 456,213 105,127 105,12702 민간경상보조

20,000○지역아동센터 아동 간식비 =

5,000○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 =

20,000○지역아동센터 복합기 =

 60,127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정 498,940,000 *1식 - 기정 438,813,000원=

[분 42,089][분 경정 349,258 기정 307,169]

[도 9,019][도 경정 74,841 기정 65,822]

[군 9,019][군 경정 74,841 기정 65,822]

402 민간자본이전 50,000 0 50,000

50,000 0 50,000 50,00001 민간자본보조

50,000○사회복지시설 화순자애원 숙사 보수공사 =

보육.가족지원 9,546,000 10,997,288 △1,451,288

보육가족 9,546,000 10,997,288 △1,451,288

저소득 아동 보육료 3,732,000 3,982,136 △2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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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307 민간이전 3,732,000 3,982,136 △250,136

3,732,000 3,982,136 △250,136 △250,13602 민간경상보조

△250,136

○차등 보육료 지원

경정 3,732,000,000 - 기정 3,982,136,000원=

[국 △125,068][국 경정 1,866,000 기정 1,991,068]



[도 △62,534][도 경정 933,000 기정 995,534]

[군 △62,534][군 경정 933,000 기정 995,534]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201,350 210,178 △8,828

301 일반보상금 201,350 210,178 △8,828

201,350 210,178 △8,828 △8,82801 사회보장적수혜금

△8,828○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700

―아동양육비(77명)

경정 32,500,000 - 기정 46,200,000원=

[국 △10,960][국 경정 26,000 기정 36,960]

[도 △1,370][도 경정 3,250 기정 4,620]

[군 △1,370][군 경정 3,250 기정 4,620]

△1,772

―고등학생 수업료(18명)

경정 21,250,000 - 기정 23,022,000원=

[국 △1,418][국 경정 17,000 기정 18,418]

[도 △177][도 경정 2,125 기정 2,302]

[군 △177][군 경정 2,125 기정 2,302]

 42

―고등학생 입학금(5명)

경정 122,000 - 기정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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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국 34][국 경정 98 기정 64]

[도 4][도 경정 12 기정 8]

[군 4][군 경정 12 기정 8]

 4,830

―생활안정금(260명)

경정 98,430,000 - 기정 93,600,000원=

[도 2,415][도 경정 49,215 기정 46,800]

[군 2,415][군 경정 49,215 기정 46,800]

 1,772

―중고생 교통비(50명)

경정 12,572,000 - 기정 10,800,000원=

[도 886][도 경정 6,286 기정 5,400]

[군 886][군 경정 6,286 기정 5,400]

영아기본보조금지원 1,552,418 1,960,418 △408,000

307 민간이전 1,549,000 1,957,000 △408,000

1,549,000 1,957,000 △408,000 △408,00002 민간경상보조

△408,000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경정 1,549,000,000 - 기정 1,957,000,000원=

[국 △204,000][국 경정 774,500 기정 978,500]

[도 △102,000][도 경정 387,250 기정 489,250]



[군 △102,000][군 경정 387,250 기정 489,250]

보육시설환경개선 155,000 60,000 95,000

307 민간이전 55,000 0 55,000

55,000 0 55,000 55,00002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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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35,000○공립보육시설 차량 구입 =

20,000○공립보육시설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 =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60,000 40,000

100,000 60,000 40,000 40,00001 민간자본보조

20,000○공립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 =

20,000○공립보육시설 조경 및 주변공사 =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75,492 35,820 39,672

307 민간이전 75,492 35,820 39,672

75,492 35,820 39,672 39,67202 민간경상보조

 39,672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경정 56,172,000 - 기정 16,500,000원=

[국 19,836][국 경정 28,086 기정 8,250]

[도 9,918][도 경정 14,043 기정 4,125]

[군 9,918][군 경정 14,043 기정 4,125]

만5세아 보육료 850,000 933,996 △83,996

307 민간이전 850,000 933,996 △83,996

850,000 933,996 △83,996 △83,99602 민간경상보조

△83,996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경정 850,000,000 - 기정 933,996,000원=

[국 △41,998][국 경정 425,000 기정 466,998]

[도 △20,999][도 경정 212,500 기정 233,499]

[군 △20,999][군 경정 212,500 기정 2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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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단 위 : 보육가족

두자녀 보육료 326,000 313,776 12,224

307 민간이전 326,000 313,776 12,224

326,000 313,776 12,224 12,22402 민간경상보조

 12,224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경정 326,000,000 - 기정 313,776,000원=

[국 6,112][국 경정 163,000 기정 156,888]

[도 3,056][도 경정 81,500 기정 78,444]

[군 3,056][군 경정 81,500 기정 78,444]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003,240 2,860,984 △857,744

307 민간이전 2,003,240 2,860,984 △857,744

2,003,240 2,860,984 △857,744 △857,74402 민간경상보조

△857,744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경정 1,973,000,000 - 기정 2,830,744,000원=

[국 △428,872][국 경정 986,500 기정 1,415,372]

[도 △214,436][도 경정 493,250 기정 707,686]

[군 △214,436][군 경정 493,250 기정 707,686]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41,200 118,300 22,900

307 민간이전 141,200 118,300 22,900

141,200 118,300 22,900 22,90002 민간경상보조

 22,90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경정 141,200,000 - 기정 118,300,000원=

[국 11,450][국 경정 70,600 기정 5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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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도 5,725][도 경정 35,300 기정 29,575]

[군 5,725][군 경정 35,300 기정 29,575]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5,600 50,000 5,600

307 민간이전 55,600 50,000 5,600

55,600 50,000 5,600 5,60002 민간경상보조

 5,600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경정 55,600,000 - 기정 50,000,000원=

[국 2,800][국 경정 27,800 기정 25,000]

[도 1,400][도 경정 13,900 기정 12,500]

[군 1,400][군 경정 13,900 기정 12,500]



저소득 장애아 보육료 92,000 109,980 △17,980

307 민간이전 92,000 109,980 △17,980

92,000 109,980 △17,980 △17,98002 민간경상보조

△17,98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경정 92,000,000 - 기정 109,980,000원=

[국 △8,990][국 경정 46,000 기정 54,990]

[도 △4,495][도 경정 23,000 기정 27,495]

[군 △4,495][군 경정 23,000 기정 27,495]

여성복지증진 525,546 499,434 26,112

여성복지 525,546 499,434 26,112

외국인주부 정착 지원 385,626 367,514 18,112

301 일반보상금 48,092 29,980 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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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여성복지증진
단 위 : 여성복지

18,112 0 18,112 18,112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112○결혼이민자 가정 인터넷사용 요금 =

[도 9,056]

[군 9,056]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 0 5,000 △5,000

307 민간이전 0 5,000 △5,000

0 5,000 △5,000 △5,00002 민간경상보조

△5,00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지원

경정 0 - 기정 5,000,000원=

[도 △2,500][도 경정 0 기정 2,500]

[군 △2,500][군 경정 0 기정 2,500]

여성사회참여확대 44,900 43,900 1,000

402 민간자본이전 34,000 33,000 1,000

34,000 33,000 1,000 1,00001 민간자본보조

 1,000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

경정 34,000,000 - 기정 33,000,000원=

여성지위향상 65,420 53,420 12,000

307 민간이전 45,000 33,000 12,000

12,000 0 12,000 12,00005 민간위탁금

 12,000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

 12,000,000 * 1회=

노인 복지 증진 15,845,418 14,926,412 91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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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노인 복지 증진
단 위 : 노인복지

노인복지 10,647,665 10,406,467 241,198

기초노령연금지원 7,057,853 7,143,146 △85,293

301 일반보상금 7,051,203 7,136,496 △85,293

7,051,203 7,136,496 △85,293 △85,29301 사회보장적수혜금

△85,293○기초노령연금(9,502명) =

[국 △68,234][국 경정 5,640,962 기정 5,709,196]

[도 △3,412][도 경정 282,048 기정 285,460]

[군 △13,647][군 경정 1,128,193 기정 1,141,840]

노인교통수당 지원 789,400 551,947 237,453

301 일반보상금 789,400 551,947 237,453

789,400 551,947 237,453 237,45301 사회보장적수혜금

 237,453
○노인교통수당(3,833명)

경정 789,400,000 - 기정 551,947,000원=

[도 35,618][도 경정 118,410 기정 82,792]

[군 201,835][군 경정 670,990 기정 469,155]

노인돌보미바우처 270,151 184,214 85,937

307 민간이전 270,151 184,214 85,937

270,151 184,214 85,937 85,93705 민간위탁금

 85,937

○노인돌보미 지원(66명)

경정 270,151,000 - 기정 184,214,000원=

[국 66,315][국 경정 208,121 기정 141,806]

[도 9,811][도 경정 31,015 기정 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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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노인 복지 증진
단 위 : 노인복지

[군 9,811][군 경정 31,015 기정 21,204]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32,301 29,200 3,101

301 일반보상금 32,301 29,200 3,101



32,301 29,200 3,101 3,1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01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경정 32,301,000 - 기정 29,200,000원=

[도 △4,035][도 경정 465 기정 4,500]

[군 7,136][군 경정 31,836 기정 24,700]

노인복지시설지원 4,197,753 3,519,945 677,808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312,102 1,384,671 △72,569

307 민간이전 1,307,902 1,380,471 △72,569

1,307,902 1,380,471 △72,569 △72,56902 민간경상보조

△227,161○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7,931

―양로시설 운영비

경정 275,000,000 - 기정 237,069,000원=

[도 46,940][도 경정 220,000 기정 173,060]

[군 △9,009][군 경정 55,000 기정 64,009]

△235,092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정 364,908,000 - 기정 600,000,000원=

[도 △134,074][도 경정 291,926 기정 426,000]

[군 △101,018][군 경정 72,982 기정 174,000]

△30,000―그룹홈 운영비 경정 0 - 기정 30,000,000원=

9/11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노인 복지 증진
단 위 : 노인복지시설지원

[분 △18,000][분 경정 0 기정 18,000]

[도 △3,900][도 경정 0 기정 3,900]

[군 △8,100][군 경정 0 기정 8,100]

154,592○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3,550

―가정봉사원 파견시설(3개소)

경정 353,550,000 - 기정 270,000,000원=

[도 16,710][도 경정 70,710 기정 54,000]

[군 66,840][군 경정 282,840 기정 216,000]

 69,650

―주간보호시설(2개소)

경정 184,650,000 - 기정 115,000,000원=

[도 19,105][도 경정 36,930 기정 17,825]

[군 50,545][군 경정 147,720 기정 97,175]

 1,392
―단기보호시설(1개소)

경정 64,392,000 - 기정 63,000,000원=

[도 215][도 경정 9,980 기정 9,765]

[군 1,177][군 경정 54,412 기정 53,235]



경로당 운영 지원 840,560 832,080 8,480

301 일반보상금 772,880 764,400 8,480

772,880 764,400 8,480 8,48001 사회보장적수혜금

 8,480

○경로당 운영비

경정 772,880,000 - 기정 764,400,000원=

경로당시설개보수 286,000 165,000 1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7,850 127,85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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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노인 복지 증진
단 위 : 노인복지시설지원

176,350 126,350 50,000 50,00004 시설비

 50,000

○경로당개보수사업

경정 142,850,000 - 기정 92,850,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108,150 37,150 71,000

108,150 37,150 71,000 71,00001 민간자본보조

11,000○도암 원천1구 경로당 화장실설치 =

10,000○도암 중앙경로당 보수 =

50,000○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920,897 300,000 620,897

307 민간이전 257,969 100,000 157,969

257,969 100,000 157,969 157,96902 민간경상보조

 157,96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경정 257,969,000 - 기정 100,000,000원=

[도 67,578][도 경정 67,578 기정 0]

[군 90,391][군 경정 190,391 기정 1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62,928 200,000 462,928

662,928 200,000 462,928 462,92808 기타부담금

 462,928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경정 662,928,000 - 기정 200,000,000원=

[도 379,538][도 경정 379,538 기정 0]

[군 83,390][군 경정 283,390 기정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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