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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0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20,899,791 20,879,665 20,126

주민생활지원과 20,899,791 20,879,665 20,126

주민생활지원 1,051,771 1,026,924 24,847

주민서비스지원 952,192 962,345 △10,153

지원기획 442,325 411,325 31,000

207 연구개발비 32,000 40,000 △8,000

32,000 40,000 △8,000 01 연구용역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

△8,000경정 32,000,000 - 기정 40,000,000원 =

402 민간자본이전 390,000 351,000 39,000

390,000 351,000 39,000 01 민간자본보조

○희망의 집짓기

39,000

39,000경정 390,000,000 - 기정 351,000,000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69,867 511,020 △41,153

202 여비 250 0 250

250 0 250 01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내여비

250

250=

[국 250]

307 민간이전 469,617 511,020 △41,403

469,617 511,020 △41,403 05 민간위탁금 △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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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주민생활지원
단 위 : 주민서비스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1,403경정 469,617,000 - 기정 511,020,000원 =

[국 △32,674][국 경정 376,142 기정 408,816]

[도 △4,364][도 경정 46,738 기정 51,102]

[군 △4,365][군 경정 46,737 기정 51,102]

주민자치 99,579 64,579 35,000

주민자치활성화 99,579 64,579 3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 0 35,000

35,000 0 35,000 01 시설비

○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에어컨 설치

―에어컨 시설

35,000

35,000

35,000=

장애인복지 2,009,612 2,149,526 △139,914

장애인 복지 2,009,612 2,149,526 △139,914

장애수당 1,177,100 1,416,360 △239,260

301 일반보상금 1,177,100 1,416,360 △239,260

1,177,100 1,416,360 △239,26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239,260

△664,260경정 752,100,000 - 기정 1,416,360,000원 =

[국 △464,982][국 경정 526,470 기정 991,452]

[도 △99,639][도 경정 112,815 기정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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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군 △99,639][군 경정 112,815 기정 212,454]

425,000=

[국 297,500]

[도 63,750]

[군 63,750]

장애아동 재활지원 87,000 72,000 15,000

307 민간이전 87,000 72,000 15,000

87,000 72,000 15,000 05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15,000

15,000경정 87,000,000 - 기정 72,000,000원 =

[국 10,500][국 경정 60,900 기정 50,400]

[도 2,250][도 경정 13,050 기정 10,800]

[군 2,250][군 경정 13,050 기정 10,8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49,000 44,700 4,300

301 일반보상금 49,000 44,700 4,300

49,000 44,700 4,3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장애인 의료비

4,300

11,750경정 49,000,000 - 기정 37,250,000원 =

[국 9,400][국 경정 39,200 기정 29,800]

[도 1,175][도 경정 4,900 기정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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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군 1,175][군 경정 4,900 기정 3,725]

△7,450경정 0 - 기정 7,450,000원 =

[국 △5,960][국 경정 0 기정 5,960]

[도 △745][도 경정 0 기정 745]

[군 △745][군 경정 0 기정 74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3,500 3,000 500

301 일반보상금 3,500 3,000 500

3,500 3,000 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500

500경정 3,500,000 - 기정 3,000,000원 =

[국 400][국 경정 2,800 기정 2,400]

[군 100][군 경정 700 기정 600]

장애인 지원일반(일자리 지원) 7,570 9,084 △1,514

101 인건비 7,000 8,400 △1,400

7,000 8,400 △1,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

△1,400

△1,400

△1,400경정 6,816,000 - 기정 8,216,000원 =

[국 △700][국 경정 3,408 기정 4,108]

[도 △350][도 경정 1,704 기정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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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군 △350][군 경정 1,704 기정 2,054]

201 일반운영비 570 684 △114

570 684 △114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장애인 일자리지원 용품 구입

△114

△114

△114경정 570,000 - 기정 684,000원 =

[국 △57][국 경정 285 기정 342]

[도 △28][도 경정 143 기정 171]

[군 △29][군 경정 142 기정 171]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0 15,200 3,800

402 민간자본이전 19,000 15,200 3,800

19,000 15,200 3,800 01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

3,800경정 19,000,000 - 기정 15,200,000원 =

[국 1,900][국 경정 9,500 기정 7,600]

[도 950][도 경정 4,750 기정 3,800]

[군 950][군 경정 4,750 기정 3,800]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337,500 322,420 15,080

307 민간이전 337,500 322,420 15,080

337,500 322,420 15,080 05 민간위탁금 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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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15,080경정 337,500,000 - 기정 322,420,000원 =

[국 10,556][국 경정 236,250 기정 225,694]

[도 2,262][도 경정 50,625 기정 48,363]

[군 2,262][군 경정 50,625 기정 48,363]

장애인등록진단비 770 700 70

301 일반보상금 770 700 70

770 700 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 진단비

70

70경정770,000 - 기정 700,000원 =

[국 35][국 경정 385 기정 350]

[도 18][도 경정 193 기정 175]

[군 17][군 경정 192 기정 175]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23,940 22,230 1,710

101 인건비 23,940 22,230 1,710

23,940 22,230 1,71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2명)

―인건비

1,710

1,710

1,710경정20,550,000 - 기정 18,840,000원 =

[국 855][국 경정 10,275 기정 9,420]

[도 428][도 경정 5,138 기정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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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군 427][군 경정 5,137 기정 4,710]

장애아동수당 80,500 94,500 △14,000

301 일반보상금 80,500 94,500 △14,000

80,500 94,500 △14,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수당

△14,000

△14,000경정80,500,000 - 기정 94,500,000원 =

[국 △9,800][국 경정 56,350 기정 66,150]

[도 △2,100][도 경정 12,075 기정 14,175]

[군 △2,100][군 경정 12,075 기정 14,175]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6,000 0 6,000

306 출연금 6,000 0 6,000

6,000 0 6,000 01 출연금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000

6,000=

장애아동재활치료 확대 24,000 0 24,000

301 일반보상금 24,000 0 24,000

24,000 0 24,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재활치료 확대사업

24,000

24,000=

[도 12,000]

[군 12,000]

중증장애활동보조 시간확대 19,200 0 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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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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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301 일반보상금 19,200 0 19,200

19,200 0 19,2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활동보조 시간확대

19,200

19,200=

[도 9,600]

[군 9,600]

중증장애활동보조 대상확대 25,200 0 25,200

301 일반보상금 25,200 0 25,200

25,200 0 25,2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활동보조 대상확대

25,200

25,200=

[도 8,800]

[군 16,400]

보훈 관리 및 지원 503,741 294,908 208,833

보훈행정 503,741 294,908 208,833

국가유공자 지원 2,400 0 2,400

301 일반보상금 2,400 0 2,400

2,400 0 2,4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400

2,400200,000 * 12명 =

[도 2,400]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206,433 0 2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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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보훈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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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단 위 : 보훈행정

402 민간자본이전 206,433 0 206,433

206,433 0 206,433 01 민간자본보조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206,433

206,433=

[분 206,433]

국민기초생활보장 11,655,695 11,728,623 △72,928

국민기초생활 보장 11,655,695 11,728,623 △72,928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8,418,022 8,462,447 △44,425

301 일반보상금 8,418,022 8,462,447 △44,425

8,418,022 8,462,447 △44,42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4,425

△44,425경정 8,418,022,000 - 기정 8,462,447,000원 =

[국 △35,539][국 경정 6,734,418 기정 6,769,957]

[도 △4,443][도 경정 841,802 기정 846,245]

[군 △4,443][군 경정 841,802 기정 846,245]

기초생활지원 263,869 293,869 △30,000

301 일반보상금 254,400 284,400 △30,000

254,400 284,400 △3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지원

―건강보험료

△30,000

△30,000

△10,000경정 74,000,000 - 기정 8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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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 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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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월동난방비

△10,000경정 32,000,000 - 기정 42,000,000원 =

△10,000경정 40,400,000 - 기정 50,400,000원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29,723 2,137,588 92,135

301 일반보상금 2,079,723 1,987,588 92,135

2,079,723 1,987,588 92,13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2,135

92,135경정 2,079,723,000 - 기정 1,987,588,000원 =

[국 73,708][국 경정 1,663,779 기정 1,590,071]

[도 9,213][도 경정 207,972 기정 198,759]

[군 9,214][군 경정 207,972 기정 198,758]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19,359 392,111 △72,752

301 일반보상금 319,359 392,111 △72,752

319,359 392,111 △72,75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72,752

△72,752경정 319,359,000 - 기정 392,111,000원 =

[국 △58,202][국 경정 255,487 기정 313,689]

[도 △7,275][도 경정 31,936 기정 39,211]

[군 △7,275][군 경정 31,936 기정 39,211]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49,000 59,708 △10,708

301 일반보상금 49,000 59,708 △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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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 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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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0 59,708 △10,70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10,708

△10,708경정 49,000,000 - 기정 59,708,000원 =

[국 △8,567][국 경정 39,200 기정 47,767]

[도 △1,070][도 경정 4,900 기정 5,970]

[군 △1,071][군 경정 4,900 기정 5,971]

차상위계층양곡할인 52,072 74,353 △22,281

301 일반보상금 44,914 67,195 △22,281

44,914 67,195 △22,28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2,281

△22,281경정 44,914,000 - 기정 67,195,000원 =

[국 △17,824][국 경정 35,932 기정 53,756]

[도 △2,228][도 경정 4,491 기정 6,719]

[군 △2,229][군 경정 4,491 기정 6,72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27,137 212,034 15,103

201 일반운영비 15,103 0 15,103

15,103 0 15,103 01 사무관리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성립전)

15,103

15,103=

[국 15,10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206,945 1,995,163 2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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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단 위 : 자활지원



자활지원 1,840,249 1,742,047 98,202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68,490 94,376 74,114

307 민간이전 168,490 94,376 74,114

168,490 94,376 74,114 05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4,114

74,114경정 168,490,000 - 기정 94,376,000원 =

[국 58,386][국 경정 134,792 기정 76,406]

[도 7,864][도 경정 16,849 기정 8,985]

[군 7,864][군 경정 16,849 기정 8,985]

자활지원 1,388,483 1,387,067 1,416

307 민간이전 1,078,483 1,077,067 1,416

1,078,483 1,077,067 1,416 05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1,416

1,416경정 1,078,483,000 - 기정 1,077,067,000원 =

[국 1,134][국 경정 862,787 기정 861,653]

[도 141][도 경정 107,848 기정 107,707]

[군 141][군 경정 107,848 기정 107,707]

자활소득공제 83,090 82,419 671

301 일반보상금 83,090 82,419 671

83,090 82,419 67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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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단 위 :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자활장려금)

671경정 83,090,000 - 기정 82,419,000원 =

[국 537][국 경정 66,472 기정 65,935]

[도 67][도 경정 8,309 기정 8,242]

[군 67][군 경정 8,309 기정 8,242]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200,186 178,185 22,001

307 민간이전 200,186 178,185 22,001

200,186 178,185 22,001 02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

22,001

22,001경정 196,226,000 - 기정 174,225,000원 =

[국 15,400][국 경정 137,358 기정 121,958]

[도 2,200][도 경정 19,622 기정 17,422]

[군 4,401][군 경정 39,246 기정 34,845]

저소득층 지원 366,696 253,116 113,580

긴급복지지원 257,276 143,696 113,580

301 일반보상금 257,276 143,696 113,580

257,276 143,696 113,58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113,580

22,717경정 166,413,000 - 기정 143,696,000원 =

[국 0][국 경정 114,957 기정 114,957]

[도 11,358][도 경정 25,728 기정 14,37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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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단 위 : 저소득층 지원

[군 11,359][군 경정 25,728 기정 14,369]



○긴급복지지원(성립전) 90,863=

[국 90,863]

고용촉진 및 안정 76,200 58,600 17,600

고용촉진 61,600 44,000 17,600

지역실업자직업훈련 21,600 44,000 △22,400

301 일반보상금 21,600 44,000 △22,400

21,600 44,000 △22,4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실업자 훈련

△22,400

△22,400경정 21,600,000 - 기정 44,000,000원 =

[국 △4,720][국 경정 17,280 기정 22,000]

[도 △8,840][도 경정 2,160 기정 11,000]

[군 △8,840][군 경정 2,160 기정 11,000]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0,000 0 40,000

307 민간이전 40,000 0 40,000

40,000 0 40,000 02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0,000

40,000=

[국 32,000]

[도 4,000]

[군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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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지원 2,375,605 2,614,548 △238,943

공공근로사업 181,446 181,446 0



공공근로사업(보조) 181,446 181,446 0

101 인건비 178,446 176,446 2,000

178,446 176,446 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000

2,000

2,000경정 151,748,000 - 기정 149,748,000원 =

[분 △43,298][분 경정 23,270 기정 66,568]

[도 2,400][도 경정 14,472 기정 12,072]

[군 42,898][군 경정 114,006 기정 71,108]

201 일반운영비 3,000 5,000 △2,000

3,000 5,000 △2,0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000

△2,000

△2,000경정 3,000,000 - 기정 5,000,000원 =

[분 △1,880][분 경정 620 기정 2,500]

[도 △120][도 경정 280 기정 400]

[군 0][군 경정 2,100 기정 2,100]

자원봉사 47,570 39,602 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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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자원봉사

자원봉사지원(코디네이터) 37,330 29,362 7,968

101 인건비 35,968 28,000 7,968



35,968 28,000 7,96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7,968

7,968

5,142경정 30,468,000 - 기정 25,326,000원 =

[국 2,571][국 경정 15,234 기정 12,663]

[군 2,571][군 경정 15,234 기정 12,663]

0경정 364,000 - 기정 364,000원 =

[국 △182][국 경정 0 기정 182]

[군 182][군 경정 364 기정 182]

326경정 606,000 - 기정 280,000원 =

[국 △140][국 경정 0 기정 140]

[군 466][군 경정 606 기정 140]

0경정 1,260,000 - 기정 1,260,000원 =

[국 △630][국 경정 0 기정 630]

[군 630][군 경정 1,260 기정 630]

0경정 770,000 - 기정 770,000원 =

[국 △385][국 경정 0 기정 385]

[군 385][군 경정 770 기정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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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자원봉사

―자원봉사코디테이터 퇴직금 2,500=

희망근로 프로젝트 1,319,589 1,748,500 △428,911

희망근로프로젝트 1,319,589 1,748,500 △428,911



101 인건비 987,773 1,281,049 △293,276

987,773 1,281,049 △293,2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

△293,276

△293,276

△212,607경정 838,773,000 - 기정 1,051,380,000원 =

[국 △188,729][국 경정 677,082 기정 865,811]

[도 △2,655][도 경정 77,776 기정 80,431]

[군 △21,223][군 경정 83,915 기정 105,138]

△28,340경정 40,000,000 - 기정 68,340,000원 =

[국 △23,989][국 경정 32,289 기정 56,278]

[도 △1,519][도 경정 3,709 기정 5,228]

[군 △2,832][군 경정 4,002 기정 6,834]

△34,813경정 12,500,000 - 기정 47,313,000원 =

[국 △28,872][국 경정 10,090 기정 38,962]

[도 △2,460][도 경정 1,159 기정 3,619]

[군 △3,481][군 경정 1,251 기정 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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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희망근로 프로젝트

―의료 보험료

△8,336경정 19,000,000 - 기정 27,336,000원 =

[국 △7,174][국 경정 15,337 기정 22,511]

[도 △329][도 경정 1,762 기정 2,091]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리요원수당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교통,간식비

[군 △833][군 경정 1,901 기정 2,734]

△1,300경정 7,500,000 - 기정 8,800,000원 =

[국 △1,192][국 경정 6,055 기정 7,247]

[도 22][도 경정 695 기정 673]

[군 △130][군 경정 750 기정 880]

△7,880경정 70,000,000 - 기정 77,880,000원 =

[국 △7,628][국 경정 56,506 기정 64,134]

[도 533][도 경정 6,491 기정 5,958]

[군 △785][군 경정 7,003 기정 7,788]

201 일반운영비 5,800 23,000 △17,200

5,800 23,000 △17,200 01 사무관리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일반운영비

△17,200

△17,200경정 5,800,000 - 기정 23,000,000원 =

[국 △14,258][국 경정 4,682 기정 18,940]

[도 △1,222][도 경정 538 기정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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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희망근로 프로젝트

[군 △1,720][군 경정 580 기정 2,300]

202 여비 1,200 3,000 △1,800

1,200 3,000 △1,800 01 국내여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여비

△1,800

△1,800경정 1,200,000 - 기정 3,000,000원 =



[국 △1,501][국 경정 969 기정 2,470]

[도 △119][도 경정 111 기정 230]

[군 △180][군 경정 120 기정 300]

206 재료비 324,816 441,451 △116,635

324,816 441,451 △116,635 01 재료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비

△116,635

△116,635경정 324,816,000 - 기정 441,451,000원 =

[국 △156,078][국 경정 207,458 기정 363,536]

[도 8,259][도 경정 42,030 기정 33,771]

[군 31,184][군 경정 75,328 기정 44,14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07,000 625,000 182,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07,000 625,000 182,000

101 인건비 570,750 312,500 258,250

570,750 312,500 258,2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

258,250

258,250경정 570,750,000 - 기정 31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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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일자리 지원
단 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 128,719][도 경정 128,719 기정 0]

[군 129,531][군 경정 442,031 기정 312,500]

202 여비 4,250 2,500 1,750

4,250 2,500 1,750 01 국내여비

○지역공동체 사업 여비

1,750

1,750경정 4,250,000 - 기정 2,500,000원 =



[도 958][도 경정 958 기정 0]

[군 792][군 경정 3,292 기정 2,500]

206 재료비 87,000 250,000 △163,000

87,000 250,000 △163,000 01 재료비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

△163,000

△163,000경정 87,000,000 - 기정 250,000,000원 =

[도 19,622][도 경정 19,622 기정 0]

[군 △182,622][군 경정 67,378 기정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5,000 60,000 85,000

145,000 60,000 85,000 01 시설비

○지역공동체 사업 시설비

85,000

85,000경정 145,000,000 - 기정 60,000,000원 =

[도 32,701][도 경정 32,701 기정 0]

[군 52,299][군 경정 112,299 기정 60,000]

재무활동(주민생활지원과) 939,095 930,246 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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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생활지원과
정 책 : 재무활동(주민생활지원과)
단 위 :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939,095 930,246 8,849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939,095 930,246 8,849

701 기타회계전출금 939,095 930,246 8,849

939,095 930,246 8,849 01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8,849

8,849경정 939,095,000 - 기정 930,24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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