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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0년
예산구분 : 추경 4 회
부 서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56,917,459 58,632,058 △1,714,599

주민복지과 56,917,459 58,632,058 △1,714,599

취약계층 아동 보호 2,210,409 2,248,175 △37,766

아동복지증진 2,210,409 2,248,175 △37,766

입양아동 양육수당 21,650 18,000 3,650

301 일반보상금 21,650 18,000 3,650

21,650 18,000 3,6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3,650

3,650경정 21,650,000 - 기정 18,000,000원 =

[국 2,555][국 경정 15,155 기정 12,600]

[도 548][도 경정 3,248 기정 2,700]

[군 547][군 경정 3,247 기정 2,700]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20,066 19,836 230

301 일반보상금 20,066 19,836 230

20,066 19,836 23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230

230경정 20,066,000 - 기정 19,836,000원 =

[국 162][국 경정 14,046 기정 13,884]

[도 34][도 경정 3,010 기정 2,976]

[군 34][군 경정 3,010 기정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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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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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지원 182,912 183,723 △811

307 민간이전 182,912 183,723 △811

182,912 183,723 △811 02 민간경상보조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811

△811경정 172,400,000 - 기정 173,211,000원 =

[분 0][분 경정 56,700 기정 56,700]

[도 59,000][도 경정 87,350 기정 28,350]

[군 △59,811][군 경정 28,350 기정 88,161]

아동급식지원(도비) 208,500 257,070 △48,570

307 민간이전 208,500 257,070 △48,570

208,500 257,070 △48,570 02 민간경상보조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48,570

△48,570경정 208,500,000 - 기정 257,070,000원 =

[도 △48,570][도 경정 208,500 기정 257,070]

드림스타트 운영 315,000 315,000 0

101 인건비 39,163 44,000 △4,837

39,163 44,000 △4,83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행인력 인건비

△4,837

△2,745경정 32,255,000 - 기정 35,000,000원 =

[국 △2,745][국 경정 32,255 기정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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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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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조사원 인건비

○4대보험료

△1,984경정 2,016,000 - 기정 4,000,000원 =

[국 △1,984][국 경정 2,016 기정 4,000]

△108경정 4,892,000 - 기정 5,000,000원 =

[국 △108][국 경정 4,892 기정 5,000]

201 일반운영비 112,957 93,457 19,500

63,457 58,457 5,000 01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센터 차량 렌트비

○교육강사 수당

500 2,000 △1,500 02 공공운영비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49,000 33,000 16,000 03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5,000

△3,000경정 0 - 기정 3,000,000원 =

[국 △3,000][국 경정 0 기정 3,000]

8,000경정 15,000,000 - 기정 7,000,000원 =

[국 8,000][국 경정 15,000 기정 7,000]

△1,500

△1,500경정 500,000 - 기정 2,000,000원 =

[국 △1,500][국 경정 500 기정 2,000]

16,000

16,000경정 44,000,000 - 기정 28,000,000원 =

[국 16,000][국 경정 44,000 기정 28,000]

202 여비 13,950 15,75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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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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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0 15,750 △1,800 01 국내여비

○드림스타트업무 교육 및 회의 참석

△1,800

△1,800경정 3,000,000 - 기정 4,800,000원 =

[국 △1,800][국 경정 3,000 기정 4,800]

206 재료비 7,500 12,000 △4,500

7,500 12,000 △4,500 01 재료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재료비

△4,500

△4,500경정 7,500,000 - 기정 12,000,000원 =

[국 △4,500][국 경정 7,500 기정 12,000]

301 일반보상금 2,237 30,600 △28,363

0 22,500 △22,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2,237 8,100 △5,863 10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급량비 및 교통비

△22,500

△22,500경정 0 - 기정 22,500,000원 =

[국 △22,500][국 경정 0 기정 22,500]

△5,863

△5,863경정 2,237,000 - 기정 8,100,000원 =

[국 △5,863][국 경정 2,237 기정 8,100]

307 민간이전 65,000 45,000 20,000

65,000 45,000 20,000 01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

20,000

20,000경정 65,000,000 - 기정 4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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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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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20,000][국 경정 65,000 기정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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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 862,620 912,192 △49,572

주민서비스지원 862,620 912,192 △49,57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20,295 469,867 △49,572

202 여비 2,500 250 2,250

2,500 250 2,250 01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내여비

2,250

2,250경정 2,500,000 - 기정 250,000원 =

[국 2,250][국 경정 2,500 기정 250]

307 민간이전 417,795 469,617 △51,822

417,795 469,617 △51,822 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1,822

△51,822경정 417,795,000 - 기정 469,617,000원 =

[국 △41,906][국 경정 334,236 기정 376,142]

[도 △4,958][도 경정 41,780 기정 4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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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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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4,958][군 경정 41,779 기정 46,737]

보육.가족지원 12,670,869 13,753,498 △1,082,629

보육가족 12,670,869 13,753,498 △1,082,629

보육돌봄서비스 2,882,472 2,913,902 △31,430

307 민간이전 2,882,472 2,913,902 △31,430

2,882,472 2,913,902 △31,430 02 민간경상보조

○보육돌봄서비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31,430

20,570경정 2,406,472,000 - 기정 2,385,902,000원 =

[국 6,190][국 경정 1,203,236 기정 1,197,046]

[도 7,190][도 경정 605,713 기정 598,523]

[군 7,190][군 경정 597,523 기정 590,333]

△52,000경정 476,000,000 - 기정 528,000,000원 =

[국 △26,000][국 경정 238,000 기정 264,000]

[도 △13,000][도 경정 119,000 기정 132,000]

[군 △13,000][군 경정 119,000 기정 132,000]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
당 31,600 33,600 △2,000

307 민간이전 31,600 33,600 △2,000

31,600 33,600 △2,000 02 민간경상보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00

△2,000경정 31,600,000 - 기정 33,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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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도 △2,000][도 경정 31,600 기정 33,600]

보육료 지원 8,415,744 9,355,744 △940,000

307 민간이전 8,415,744 9,355,744 △940,000

8,415,744 9,355,744 △940,000 05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

△940,000

△940,000경정 6,622,880,000 - 기정 7,562,880,000원 =

[국 △520,000][국 경정 3,311,440 기정 3,831,440]

[도 △260,000][도 경정 1,655,720 기정 1,915,720]

[군 △160,000][군 경정 1,655,720 기정 1,815,720]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99,850 182,740 △82,890

301 일반보상금 99,850 182,740 △82,890

99,850 182,740 △82,89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2,890

△82,890경정 99,850,000 - 기정 182,740,000원 =

[국 △41,445][국 경정 49,925 기정 91,370]

[도 △20,723][도 경정 24,962 기정 45,685]

[군 △20,722][군 경정 24,963 기정 45,685]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 73,700 75,000 △1,300

307 민간이전 73,700 75,000 △1,300

73,700 75,000 △1,300 02 민간경상보조 △1,300

- 7 -

부 서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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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

△1,300경정 73,700,000 - 기정 75,000,000원 =

[도 △650][도 경정 36,850 기정 37,500]

[군 △650][군 경정 36,850 기정 37,500]

보육서비스지원 279,800 289,800 △10,000

301 일반보상금 62,300 72,300 △10,000

60,050 70,050 △1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자녀육아교육비 지원

△10,000

△10,000경정 60,050,000 - 기정 70,050,000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 교육비 88,303 83,815 4,488

301 일반보상금 88,303 83,815 4,488

88,303 83,815 4,48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만12세 미만)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수업료

4,488

6,803경정 60,100,000 - 기정 53,297,000원 =

[국 5,443][국 경정 48,080 기정 42,637]

[도 680][도 경정 6,010 기정 5,330]

[군 680][군 경정 6,010 기정 5,330]

△2,403경정 27,881,000 - 기정 30,284,000원 =

[국 △1,921][국 경정 22,306 기정 24,227]

[도 △241][도 경정 2,788 기정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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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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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단 위 : 보육가족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군 △241][군 경정 2,787 기정 3,028]

88경정 322,000 - 기정 234,000원 =

[국 71][국 경정 258 기정 187]

[도 9][도 경정 32 기정 23]

[군 8][군 경정 32 기정 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70,180 187,796 △17,616

301 일반보상금 168,480 186,096 △17,616

168,480 186,096 △17,616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17,616

△9,614경정 119,626,000 - 기정 129,240,000원 =

[도 △4,807][도 경정 59,813 기정 64,620]

[군 △4,807][군 경정 59,813 기정 64,620]

△5,164경정 10,932,000 - 기정 16,096,000원 =

[도 △2,582][도 경정 5,466 기정 8,048]

[군 △2,582][군 경정 5,466 기정 8,048]

△3,466경정 20,294,000 - 기정 23,760,000원 =

[도 △1,733][도 경정 10,147 기정 11,880]

[군 △1,733][군 경정 10,147 기정 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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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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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입자녀 학자금

628경정 15,628,000 - 기정 15,000,000원 =

[도 314][도 경정 7,814 기정 7,500]

[군 314][군 경정 7,814 기정 7,5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6,761 124,274 2,487

307 민간이전 126,761 124,274 2,487

126,761 124,274 2,487 02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487

2,487경정 126,761,000 - 기정 124,274,000원 =

[국 1,741][국 경정 88,733 기정 86,992]

[도 373][도 경정 19,014 기정 18,641]

[군 373][군 경정 19,014 기정 18,64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363 8,731 △4,368

301 일반보상금 4,363 8,731 △4,368

4,363 8,731 △4,36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4,368

△500경정 500,000 - 기정 1,000,000원 =

[국 △400][국 경정 400 기정 800]

[도 △50][도 경정 50 기정 100]

[군 △50][군 경정 50 기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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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보육.가족지원
단 위 : 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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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의료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구자산 형성비

△109경정 107,000 - 기정 216,000원 =

[국 △86][국 경정 87 기정 173]

[도 △12][도 경정 10 기정 22]

[군 △11][군 경정 10 기정 21]

△1,733경정 1,732,000 - 기정 3,465,000원 =

[국 △1,386][국 경정 1,386 기정 2,772]

[도 △174][도 경정 173 기정 347]

[군 △173][군 경정 173 기정 346]

△2,026경정 2,024,000 - 기정 4,050,000원 =

[국 △1,620][국 경정 1,620 기정 3,240]

[도 △203][도 경정 202 기정 405]

[군 △203][군 경정 202 기정 405]

장애인복지 2,193,398 2,009,612 183,786

장애인 복지 2,193,398 2,009,612 183,786

장애수당 1,334,301 1,177,100 157,201

301 일반보상금 1,334,301 1,177,100 157,201

1,334,301 1,177,100 157,2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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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43,808경정 795,908,000 - 기정 752,100,000원 =

[국 30,666][국 경정 557,136 기정 526,470]

[도 6,571][도 경정 119,386 기정 112,815]

[군 6,571][군 경정 119,386 기정 112,815]

113,393경정 538,393,000 - 기정 425,000,000원 =

[국 79,375][국 경정 376,875 기정 297,500]

[도 17,009][도 경정 80,759 기정 63,750]

[군 17,009][군 경정 80,759 기정 63,750]

장애아동 재활지원 62,000 87,000 △25,000

307 민간이전 62,000 87,000 △25,000

62,000 87,000 △25,000 05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25,000

△25,000경정 62,000,000 - 기정 87,000,000원 =

[국 △17,500][국 경정 43,400 기정 60,900]

[도 △3,750][도 경정 9,300 기정 13,050]

[군 △3,750][군 경정 9,300 기정 13,050]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371,251 337,500 33,751

307 민간이전 371,251 337,500 33,751

371,251 337,500 33,751 05 민간위탁금 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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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장애인복지
단 위 : 장애인 복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33,751경정 371,251,000 - 기정 337,500,000원 =

[국 23,625][국 경정 259,875 기정 236,250]

[도 5,063][도 경정 55,688 기정 50,625]

[군 5,063][군 경정 55,688 기정 50,625]

장애인(단체)지원-자체사업 53,832 49,332 4,500

307 민간이전 40,800 36,300 4,500

40,800 36,300 4,500 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 차량운영비 지원

4,500

4,500=

장애아동수당 93,834 80,500 13,334

301 일반보상금 93,834 80,500 13,334

93,834 80,500 13,33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수당

13,334

13,334경정 93,834,000 - 기정 80,500,000원 =

[국 9,334][국 경정 65,684 기정 56,350]

[도 2,000][도 경정 14,075 기정 12,075]

[군 2,000][군 경정 14,075 기정 12,075]

여성복지증진 616,650 612,407 4,243

여성복지 616,650 612,407 4,24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220,943 216,700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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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여성복지증진
단 위 : 여성복지

307 민간이전 220,943 216,700 4,243



220,943 216,700 4,243 02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사업

4,243

4,243경정 220,943,000 - 기정 216,700,000원 =

[국 2,970][국 경정 154,660 기정 151,690]

[도 636][도 경정 33,141 기정 32,505]

[군 637][군 경정 33,142 기정 32,505]

노인 복지 증진 21,982,674 22,456,901 △474,227

노인복지 15,060,278 15,635,168 △574,890

기초노령연금지원 11,622,874 12,197,764 △574,890

301 일반보상금 11,622,034 12,196,924 △574,890

11,622,034 12,196,924 △574,89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574,890

△574,890경정 11,622,034,000 - 기정 12,196,924,000원 =

[국 △339,912][국 경정 9,297,627 기정 9,637,539]

[도 △16,996][도 경정 464,881 기정 481,877]

[군 △217,982][군 경정 1,859,526 기정 2,077,508]

노인복지시설지원 6,922,396 6,821,733 100,663

경로당 운영 지원 1,614,912 1,614,912 0

401 시설비및부대비 6,400 6,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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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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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 6,400 0 01 시설비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음성) 설치

0



0경정 6,400,000 - 기정 6,400,000원 =

[도 3,200][도 경정 3,200 기정 0]

[군 △3,200][군 경정 3,200 기정 6,40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549,274 2,632,080 △82,806

301 일반보상금 2,549,274 2,632,080 △82,806

2,549,274 2,632,080 △82,806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부담금

△82,806

△17,937경정 1,357,247,000 - 기정 1,375,184,000원 =

[도 △28,155][도 경정 1,085,132 기정 1,113,287]

[군 10,218][군 경정 272,115 기정 261,897]

△64,869경정 791,747,000 - 기정 856,616,000원 =

[도 △12,974][도 경정 158,349 기정 171,323]

[군 △51,895][군 경정 633,398 기정 685,293]

경로당운영특별지원 615,000 431,531 183,469

301 일반보상금 615,000 431,531 183,469

615,000 431,531 183,46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

183,469

183,469경정 615,000,000 - 기정 431,53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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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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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0][국 경정 288,822 기정 288,822]

[도 0][도 경정 86,647 기정 86,647]



[군 183,469][군 경정 239,531 기정 56,062]

국민기초생활보장 11,530,306 11,655,695 △125,389

국민기초생활 보장 11,530,306 11,655,695 △125,389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8,364,073 8,418,022 △53,949

301 일반보상금 8,364,073 8,418,022 △53,949

8,364,073 8,418,022 △53,94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53,949

△53,949경정 8,364,073,000 - 기정 8,418,022,000원 =

[국 △43,159][국 경정 6,691,259 기정 6,734,418]

[도 △5,395][도 경정 836,407 기정 841,802]

[군 △5,395][군 경정 836,407 기정 841,802]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21,383 2,229,723 △8,340

301 일반보상금 2,071,383 2,079,723 △8,340

2,071,383 2,079,723 △8,34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340

△8,340경정 2,071,383,000 - 기정 2,079,723,000원 =

[국 △6,672][국 경정 1,657,107 기정 1,663,779]

[도 △834][도 경정 207,138 기정 2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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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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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834][군 경정 207,138 기정 207,972]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16,287 319,359 △3,072

301 일반보상금 316,287 319,359 △3,072



316,287 319,359 △3,07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3,072

△3,072경정 316,287,000 - 기정 319,359,000원 =

[국 △2,458][국 경정 253,029 기정 255,487]

[도 △307][도 경정 31,629 기정 31,936]

[군 △307][군 경정 31,629 기정 31,936]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49,583 49,000 583

301 일반보상금 49,583 49,000 583

49,583 49,000 583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583

583경정 49,583,000 - 기정 49,000,000원 =

[국 467][국 경정 39,667 기정 39,200]

[도 58][도 경정 4,958 기정 4,900]

[군 58][군 경정 4,958 기정 4,900]

차상위계층양곡할인 50,822 52,072 △1,250

301 일반보상금 43,664 44,914 △1,250

43,664 44,914 △1,2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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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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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250경정 43,664,000 - 기정 44,914,000원 =

[국 △1,000][국 경정 34,932 기정 35,932]

[도 △125][도 경정 4,366 기정 4,491]



[군 △125][군 경정 4,366 기정 4,491]

희망키움통장 51,560 93,273 △41,713

301 일반보상금 51,560 93,273 △41,713

51,560 93,273 △41,713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

△41,713

△41,713경정 51,560,000 - 기정 93,273,000원 =

[국 △33,371][국 경정 41,248 기정 74,619]

[도 △4,171][도 경정 5,156 기정 9,327]

[군 △4,171][군 경정 5,156 기정 9,327]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09,489 227,137 △17,648

301 일반보상금 194,386 212,034 △17,648

194,386 212,034 △17,64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7,648

△17,648경정 194,386,000 - 기정 212,034,000원 =

[국 △17,648][국 경정 194,386 기정 212,03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73,900 2,206,945 △133,045

자활지원 1,707,204 1,840,249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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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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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65,661 168,490 △2,829

307 민간이전 165,661 168,490 △2,829

165,661 168,490 △2,829 05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829

△2,829경정 165,661,000 - 기정 168,490,000원 =



[국 △2,263][국 경정 132,529 기정 134,792]

[도 △283][도 경정 16,566 기정 16,849]

[군 △283][군 경정 16,566 기정 16,849]

자활지원 1,258,267 1,388,483 △130,216

307 민간이전 948,267 1,078,483 △130,216

948,267 1,078,483 △130,216 05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130,216

△130,216경정 948,267,000 - 기정 1,078,483,000원 =

[국 △104,174][국 경정 758,613 기정 862,787]

[도 △13,021][도 경정 94,827 기정 107,848]

[군 △13,021][군 경정 94,827 기정 10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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