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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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09년
예산구분 : 추경 3 회
부    서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총    계 40,945,122 41,488,701 △543,579

사회복지과 40,945,122 41,488,701 △543,579

취약계층 아동 보호 2,001,151 2,023,844 △22,693

아동복지증진 2,001,151 2,023,844 △22,69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361,646 1,396,478 △34,832

307 민간이전 1,332,646 1,367,478 △34,832

1,332,646 1,367,478 △34,832 02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34,832

△23,812경정 493,896,000 - 기정 517,708,000원 =

[국      △11,906][국 경정           246,948 기정           258,854]

[도       △5,953][도 경정           123,474 기정           129,427]

[군       △5,953][군 경정           123,474 기정           129,427]

△1,000경정 1,000,000 - 기정 2,000,000원 =

[도         △500][도 경정               500 기정             1,000]

[군         △500][군 경정               500 기정             1,000]

120경정 7,520,000 - 기정 7,400,000원 =

[도            60][도 경정             3,760 기정             3,700]

[군            60][군 경정             3,760 기정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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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단    위 : 아동복지증진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40경정 11,540,000 - 기정 12,480,000원 =

[도         △470][도 경정             5,770 기정             6,240]

[군         △470][군 경정             5,770 기정             6,240]

△620경정 17,880,000 - 기정 18,500,000원 =

[도         △620][도 경정            17,880 기정            18,500]

△8,580경정 600,240,000 - 기정 608,820,000원 =

[분       △6,006][분 경정           420,168 기정           426,174]

[도       △1,287][도 경정            90,036 기정            91,323]

[군       △1,287][군 경정            90,036 기정            91,323]

소년소녀 가정지원 49,635 50,200 △565

301 일반보상금 14,110 14,920 △810

14,110 14,920 △81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810

△60경정 9,060,000 - 기정 9,120,000원 =

[도          △30][도 경정             4,530 기정             4,560]

[군          △30][군 경정             4,530 기정             4,560]

△750경정 3,050,000 - 기정 3,800,000원 =

[도         △375][도 경정             1,525 기정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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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단    위 : 아동복지증진

[군         △375][군 경정             1,525 기정             1,900]

307 민간이전 35,525 35,280 245

35,525 35,280 245 01 의료및구료비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245

△6,650경정 5,950,000 - 기정 12,600,000원 =

[분       △5,320][분 경정             4,760 기정            10,080]

[도         △665][도 경정               595 기정             1,260]

[군         △665][군 경정               595 기정             1,260]

6,895경정 29,575,000 - 기정 22,680,000원 =

[분         5,516][분 경정            23,660 기정            18,144]

[도           690][도 경정             2,958 기정             2,268]

[군           689][군 경정             2,957 기정             2,268]

아동 급식 지원 468,336 468,405 △69

301 일반보상금 468,336 468,405 △69

468,336 468,405 △6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특별아동 급식지원

△69

△6,213경정 236,892,000 - 기정 243,105,000원 =

[도       △6,213][도 경정           236,892 기정           243,105]

6,144경정 109,284,000 - 기정 103,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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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단    위 : 아동복지증진

[국         6,144][국 경정           109,284 기정           103,140]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2,443 2,639 △196

307 민간이전 2,443 2,639 △196

2,443 2,639 △196 02 민간경상보조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96

△196경정 2,443,000 - 기정 2,639,000원 =

[국             0][국 경정             1,709 기정             1,709]

[도          △98][도 경정               367 기정               465]

[군          △98][군 경정               367 기정               465]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26,640 24,120 2,520

301 일반보상금 26,640 24,120 2,520

26,640 24,120 2,52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 계좌지원

2,520

2,520경정 26,640,000 - 기정 24,120,000원 =

[국         1,764][국 경정            18,648 기정            16,884]

[도           378][도 경정             3,996 기정             3,618]

[군           378][군 경정             3,996 기정             3,618]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43,836 41,122 2,714

301 일반보상금 43,836 41,122 2,714

43,836 41,122 2,71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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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단    위 : 아동복지증진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2,714경정 19,836,000 - 기정 17,122,000원 =

[국         1,898][국 경정            13,884 기정            11,986]

[도           408][도 경정             2,976 기정             2,568]

[군           408][군 경정             2,976 기정             2,568]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7,735 0 7,735

307 민간이전 7,735 0 7,735

7,735 0 7,735 02 민간경상보조

  ○동절기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7,735

7,735=

[도         7,735]

보육.가족지원 11,399,372 11,588,457 △189,085

보육가족 11,399,372 11,588,457 △189,085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27,490 33,920 △6,430

307 민간이전 27,490 33,920 △6,430

27,490 33,920 △6,430 02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

△6,430

△6,430경정 27,490,000 - 기정 33,920,000원 =

[도       △3,215][도 경정            13,745 기정            16,960]

[군       △3,215][군 경정            13,745 기정            16,960]

만5세아 보육료 812,812 1,126,008 △31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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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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12 1,126,008 △313,196

812,812 1,126,008 △313,196 02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13,196

△313,196경정 812,812,000 - 기정 1,126,008,000원 =

[국     △156,598][국 경정           406,406 기정           563,004]

[도      △78,299][도 경정           203,203 기정           281,502]

[군      △78,299][군 경정           203,203 기정           281,502]

두자녀 보육료 357,616 524,344 △166,728

307 민간이전 357,616 524,344 △166,728

357,616 524,344 △166,728 02 민간경상보조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166,728

△166,728경정 357,616,000 - 기정 524,344,000원 =

[국      △83,364][국 경정           178,808 기정           262,172]

[도      △41,682][도 경정            89,404 기정           131,086]

[군      △41,682][군 경정            89,404 기정           131,086]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763,710 2,763,396 314

307 민간이전 2,763,710 2,763,396 314

2,763,710 2,763,396 314 02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14

154,744경정 2,464,380,000 - 기정 2,309,636,000원 =

[국        77,372][국 경정         1,232,190 기정         1,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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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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운영비

  ○영아전담시설 특별수당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도        38,686][도 경정           616,095 기정           577,409]

[군        38,686][군 경정           616,095 기정           577,409]

44,100경정 44,100,000 =

[국        22,050]

[도        11,025]

[군        11,025]

1,470경정 31,710,000 - 기정 30,240,000원 =

[도         1,470][도 경정            31,710 기정            30,240]

△200,000경정 210,520,000 - 기정 410,520,000원 =

[국     △100,000][국 경정           105,260 기정           205,260]

[도      △50,000][도 경정            52,630 기정           102,630]

[군      △50,000][군 경정            52,630 기정           102,63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2,800 105,600 7,200

307 민간이전 112,800 105,600 7,200

112,800 105,600 7,200 02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200

7,200경정 112,800,000 - 기정 105,600,000원 =

[국         3,600][국 경정            56,400 기정            52,800]

[도         1,800][도 경정            28,200 기정            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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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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1,800][군 경정            28,200 기정            26,400]

보육서비스지원 273,720 285,270 △11,550

301 일반보상금 260,700 272,250 △11,550

260,700 270,000 △9,3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자녀육아교육비 지원

0 2,250 △2,250 10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 연찬회 참가자 여비

△9,300

△9,300경정 80,700,000 - 기정 90,000,000원 =

△2,250

△2,250경정 0 - 기정 2,250,000원 =

차등보육료 6,490,030 6,083,194 406,836

307 민간이전 6,490,030 6,083,194 406,836

6,490,030 6,083,194 406,836 02 민간경상보조

  ○차등보육료지원

406,836

406,836경정 6,490,030,000 - 기정 6,083,194,000원 =

[국       203,418][국 경정         3,245,015 기정         3,041,597]

[도       101,709][도 경정         1,622,508 기정         1,520,799]

[군       101,709][군 경정         1,622,507 기정         1,520,798]

장애아무상보육료 62,626 161,224 △98,598

307 민간이전 62,626 161,224 △98,598

62,626 161,224 △98,598 02 민간경상보조 △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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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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98,598경정 62,626,000 - 기정 161,224,000원 =

[국      △49,299][국 경정            31,313 기정            80,612]

[도      △24,650][도 경정            15,656 기정            40,306]

[군      △24,649][군 경정            15,657 기정            40,30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18,000 86,000 32,000

307 민간이전 118,000 86,000 32,000

118,000 86,000 32,000 02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2,000

32,000경정 118,000,000 - 기정 86,000,000원 =

[국        22,400][국 경정            82,600 기정            60,200]

[도         4,800][도 경정            17,700 기정            12,900]

[군         4,800][군 경정            17,700 기정            12,900]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56,800 109,560 △52,760

301 일반보상금 56,800 109,560 △52,760

56,800 109,560 △52,76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2,760

△52,760경정 56,800,000 - 기정 109,560,000원 =

[국      △26,380][국 경정            28,400 기정            54,780]

[도      △13,190][도 경정            14,200 기정            27,390]

[군      △13,190][군 경정            14,200 기정            2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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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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236,768 222,941 13,827

301 일반보상금 236,768 222,941 13,827

236,768 222,941 13,82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비(도비지원)

  ○중고생 교통비

  ○아동양육비(국비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13,827

476경정 8,616,000 - 기정 8,140,000원 =

[도           238][도 경정             4,308 기정             4,070]

[군           238][군 경정             4,308 기정             4,070]

882경정 17,658,000 - 기정 16,776,000원 =

[도           441][도 경정             8,829 기정             8,388]

[군           441][군 경정             8,829 기정             8,388]

9,067경정 47,721,000 - 기정 38,654,000원 =

[국         7,254][국 경정            38,177 기정            30,923]

[도           907][도 경정             4,772 기정             3,865]

[군           906][군 경정             4,772 기정             3,866]

3,390경정 26,324,000 - 기정 22,934,000원 =

[국         2,712][국 경정            21,059 기정            18,347]

[도           339][도 경정             2,633 기정             2,294]

[군           339][군 경정             2,632 기정             2,29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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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입학금 12경정 731,000 - 기정 719,000원 =

[국            10][국 경정               585 기정               575]

[도             1][도 경정                73 기정                72]

[군             1][군 경정                73 기정                72]

여성복지증진 468,808 478,637 △9,829

여성복지 468,808 478,637 △9,829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 19,560 0 19,560

307 민간이전 19,560 0 19,560

19,560 0 19,560 02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9,560

19,560=

[도         9,780]

[군         9,780]

여성사회참여확대 44,543 51,200 △6,657

301 일반보상금 1,143 7,800 △6,657

1,143 7,800 △6,657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

△6,657

△6,657경정 543,000 - 기정 7,200,000원 =

여성지위향상 49,420 55,420 △6,000

201 일반운영비 4,420 5,920 △1,500

4,420 5,920 △1,500 01 사무관리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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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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

△1,500경정 0 - 기정 1,500,000원 =

301 일반보상금 0 4,500 △4,500

0 4,500 △4,500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보상

  ○지역사회발전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

△4,500

△3,000경정 0 - 기정 3,000,000원 =

△1,500경정 0 - 기정 1,500,000원 =

외국인주부 정착 지원 330,248 346,980 △16,732

201 일반운영비 7,600 8,600 △1,000

7,600 8,600 △1,000 01 사무관리비

  ○이주여성축제 차량임차

△1,000

△1,000경정 0 - 기정 1,000,000원 =

301 일반보상금 52,400 68,132 △15,732

30,000 39,732 △9,73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22,400 28,400 △6,000 10 행사실비보상금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한마음축제 참가자보상

△9,732

△9,732경정 30,000,000 - 기정 39,732,000원 =

[도       △4,866][도 경정            15,000 기정            19,866]

[군       △4,866][군 경정            15,000 기정            19,866]

△6,000

△3,000경정 0 - 기정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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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사회복지과
정    책 : 여성복지증진
단    위 : 여성복지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참석 여비

△3,000경정 0 - 기정 3,000,000원 =

노인 복지 증진 25,507,372 25,836,344 △328,972

노인복지 14,664,370 14,795,585 △131,215

기초노령연금지원 11,108,159 11,156,650 △48,491

301 일반보상금 11,103,869 11,152,360 △48,491

11,103,869 11,152,360 △48,49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48,491

△48,491경정 11,103,869,000 - 기정 11,152,360,000원 =

[국      △38,793][국 경정         8,883,095 기정         8,921,888]

[도       △1,939][도 경정           444,155 기정           446,094]

[군       △7,759][군 경정         1,776,619 기정         1,784,378]

노인교통수당 지원 7,896 9,960 △2,064

301 일반보상금 7,896 9,960 △2,064

7,896 9,960 △2,06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2,064

△2,064경정 7,896,000 - 기정 9,960,000원 =

노인일자리 지원 1,848,220 1,906,480 △58,260

307 민간이전 1,848,220 1,906,480 △58,260

1,848,220 1,906,480 △58,260 02 민간경상보조 △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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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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사업(일자리 나누기)

△58,260경정 406,540,000 - 기정 464,800,000원 =

장수노인 지원 309,370 364,370 △55,000

301 일반보상금 309,370 364,370 △55,000

309,370 364,370 △55,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5세이상 장수수당

△55,000

△55,000경정 307,520,000 - 기정 362,520,000원 =

노인돌보미바우처 410,295 375,295 35,000

307 민간이전 410,295 375,295 35,000

410,295 375,295 35,000 05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추가)

35,000

40,788경정 194,385,000 - 기정 153,597,000원 =

[국        29,212][국 경정           152,959 기정           123,747]

[도         5,788][도 경정            20,713 기정            14,925]

[군         5,788][군 경정            20,713 기정            14,925]

△5,788경정 215,910,000 - 기정 221,698,000원 =

노인행사지원 121,210 123,610 △2,400

301 일반보상금 0 2,400 △2,400

0 2,400 △2,400 10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관련 행사 참가보상

△2,400

△2,400경정 0 - 기정 2,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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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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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민간이전 116,670 116,670 0

116,670 116,670 0 02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운영비 지원

0

0경정 4,670,000 - 기정 4,670,000원 =

[도       △4,670][도 경정                 0 기정             4,670]

[군         4,670][군 경정             4,670 기정                 0]

노인복지시설지원 8,029,102 8,326,859 △297,757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691,174 3,074,061 △382,887

301 일반보상금 2,691,174 3,074,061 △382,887

2,691,174 3,074,061 △382,88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방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382,887

△736,040경정 1,410,275,000 - 기정 2,146,315,000원 =

[도     △588,832][도 경정         1,128,220 기정         1,717,052]

[군     △147,208][군 경정           282,055 기정           429,263]

△53,550경정 300,000,000 - 기정 353,550,000원 =

[도      △10,710][도 경정            60,000 기정            70,710]

[군      △42,840][군 경정           240,000 기정           282,840]

1,314경정 13,140,000 - 기정 11,826,000원 =

[도           657][도 경정             6,570 기정             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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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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지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부담금

[군           657][군 경정             6,570 기정             5,913]

78경정 1,560,000 - 기정 1,482,000원 =

[도            39][도 경정               780 기정               741]

[군            39][군 경정               780 기정               741]

△2,460경정 37,320,000 - 기정 39,780,000원 =

[도       △2,460][도 경정            37,320 기정            39,780]

△6,020경정 10,800,000 - 기정 16,820,000원 =

[도       △6,020][도 경정            10,800 기정            16,820]

△149,610경정 35,040,000 - 기정 184,650,000원 =

[도      △30,170][도 경정             6,760 기정            36,930]

[군     △119,440][군 경정            28,280 기정           147,720]

△64,392경정 0 - 기정 64,392,000원 =

[도      △12,878][도 경정                 0 기정            12,878]

[군      △51,514][군 경정                 0 기정            51,514]

627,793경정 879,134,000 - 기정 251,341,000원 =

[도       125,559][도 경정           175,827 기정            5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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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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시설지원

[군       502,234][군 경정           703,307 기정           201,073]

경로당 운영 지원 1,014,396 939,266 75,130

201 일반운영비 72,500 75,000 △2,500

72,500 75,000 △2,500 01 사무관리비

  ○화순유창2차아파트 경로당 임차료

△2,500

△2,500경정 32,500,000 - 기정 35,000,000원 =

301 일반보상금 866,896 789,266 77,630

866,896 789,266 77,63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77,630

84,630210,000 * 403개소 =

△7,000경정 782,266,000 - 기정 789,266,000원 =

[도             0][도 경정            96,136 기정            96,136]

[군       △7,000][군 경정           686,130 기정           693,130]

경로당시설개보수 310,000 300,000 10,000

402 민간자본이전 310,000 300,000 10,000

310,000 300,000 10,000 01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시설 개보수

10,000

10,000경정 310,000,000 - 기정 300,000,000원 =

노인복지센터건립 2,775,000 2,675,000 100,000

노인복지센터건립 2,775,000 2,675,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0,000 2,3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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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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센터건립

2,374,277 2,284,277 90,000 01 시설비

  ○노인복지센터건립

15,500 5,500 10,000 03 시설부대비

  ○노인복지센터건립 추진

90,000

90,000경정 2,074,277,000 - 기정 1,984,277,000원 =

[특             0][특 경정           800,000 기정           800,000]

[군        90,000][군 경정         1,274,277 기정         1,184,277]

10,000

10,000경정 15,500,000 - 기정 5,500,000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455,310 1,448,310 7,000

청소년 육성 1,455,310 1,448,310 7,000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167,310 160,310 7,000

306 출연금 110,000 103,000 7,000

110,000 103,000 7,000 01 출연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000

7,000=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