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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1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54,933,176 55,869,896 △936,720

주민복지과 54,933,176 55,869,896 △936,720

취약계층 아동 보호 2,490,919 2,434,664 56,255

아동복지증진 2,490,919 2,434,664 56,25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 45,920 45,380 540

307 민간이전 45,920 45,380 540

45,920 45,380 540 10 사회복지보조

  ○시설아동 생활용돈

540

540경정 7,940,000원 - 기정 7,400,000원 =

[도           270][도 경정             3,970 기정             3,700]

[군           270][군 경정             3,970 기정             3,7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00,000 621,522 △21,522

307 민간이전 600,000 621,522 △21,522

600,000 621,522 △21,522 10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1,522

△21,522경정 0원 - 기정 21,522,000원 =

[국      △10,761][국 경정                 0 기정            10,761]

[도       △5,381][도 경정                 0 기정             5,381]

[군       △5,380][군 경정                 0 기정             5,380]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29,529 24,591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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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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일반보상금 29,529 24,591 4,938

29,529 24,591 4,93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4,938

4,938경정 29,529,000원 - 기정 24,591,000원 =

[국         3,458][국 경정            20,671 기정            17,213]

[도           741][도 경정             4,429 기정             3,688]

[군           739][군 경정             4,429 기정             3,69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0 1,260 △1,260

301 일반보상금 0 1,260 △1,260

0 1,260 △1,26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1,260

△1,260경정 0원 - 기정 1,260,000원 =

[국         △882][국 경정                 0 기정               882]

[도         △189][도 경정                 0 기정               189]

[군         △189][군 경정                 0 기정               189]

가정위탁양육지원 41,148 34,720 6,428

301 일반보상금 41,148 34,720 6,428

41,148 34,720 6,42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 양육지원

6,428

6,428경정 41,148,000원 - 기정 34,720,000원 =

[분         4,500][분 경정            32,276 기정            2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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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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64][도 경정             4,436 기정             3,472]

[군           964][군 경정             4,436 기정             3,472]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세대지원 18,615 18,790 △175

301 일반보상금 16,045 18,790 △2,745

16,045 18,790 △2,74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

  ○가정위탁세대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

△2,745

△175경정 3,125,000원 - 기정 3,300,000원 =

[도         △175][도 경정             1,475 기정             1,650]

[군             0][군 경정             1,650 기정             1,650]

△2,000경정 0원 - 기정 2,000,000원 =

[도       △1,000][도 경정                 0 기정             1,000]

[군       △1,000][군 경정                 0 기정             1,000]

△570경정 0원 - 기정 570,000원 =

[도         △285][도 경정                 0 기정               285]

[군         △285][군 경정                 0 기정               285]

401 시설비및부대비 2,570 0 2,570

2,570 0 2,570 01 시설비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

2,570

2,000=

[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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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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세대 가스누설 차단기 지원

[군         1,000]

570=

[도           285]

[군           285]

입양아동 양육수당 26,158 20,484 5,674

301 일반보상금 26,158 20,484 5,674

26,158 20,484 5,67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5,674

5,674경정 26,158,000원 - 기정 20,484,000원 =

[국         3,974][국 경정            18,312 기정            14,338]

[도           851][도 경정             3,923 기정             3,072]

[군           849][군 경정             3,923 기정             3,074]

아동급식지원 185,400 147,568 37,832

307 민간이전 185,400 147,568 37,832

185,400 147,568 37,832 10 사회복지보조

  ○결식아동 급식 지원

37,832

△6,568경정 0원 - 기정 6,568,000원 =

[분       △3,284][분 경정                 0 기정             3,284]

[도       △1,642][도 경정                 0 기정             1,642]

[군       △1,642][군 경정                 0 기정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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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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44,400경정 185,400,000원 - 기정 141,000,000원 =

[분        36,000][분 경정            92,700 기정            56,700]

[도        18,000][도 경정            46,350 기정            28,350]

[군       △9,600][군 경정            46,350 기정            55,95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23,800 0 23,800

307 민간이전 23,800 0 23,800

23,800 0 23,800 10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간식비

23,800

23,800=

[도         4,760]

[군        19,040]

주민생활지원 554,609 557,409 △2,800

주민서비스지원 554,609 557,409 △2,8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9,209 542,009 △2,800

201 일반운영비 0 2,800 △2,800

0 2,800 △2,800 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800

△2,800경정 0원 - 기정 2,800,000원 =

[국       △2,800][국 경정                 0 기정             2,800]

보육.가족지원 11,927,478 13,337,032 △1,4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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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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가족 11,927,478 13,337,032 △1,409,554

보육돌봄서비스 2,795,476 3,117,183 △321,707

307 민간이전 2,795,476 3,117,183 △321,707

2,795,476 3,117,183 △321,707 10 사회복지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321,707

△321,707경정 2,795,476,000원 - 기정 3,117,183,000원 =

[국     △160,853][국 경정         1,397,738 기정         1,558,591]

[도      △80,427][도 경정           703,087 기정           783,514]

[군      △80,427][군 경정           694,651 기정           775,078]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
당 26,570 33,600 △7,030

307 민간이전 26,570 33,600 △7,030

26,570 33,600 △7,030 10 사회복지보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030

△7,030경정 26,570,000원 - 기정 33,600,000원 =

[도       △7,030][도 경정            26,570 기정            33,600]

보육료 지원 8,008,636 9,089,744 △1,081,108

307 민간이전 8,008,636 9,089,744 △1,081,108

8,008,636 9,089,744 △1,081,108 10 사회복지보조

  ○차등 보육료

△1,081,108

△1,081,108경정 6,215,772,000원 - 기정 7,296,880,000원 =

[국     △540,554][국 경정         3,107,886 기정         3,6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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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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277][도 경정         1,553,943 기정         1,824,220]

[군     △270,277][군 경정         1,553,943 기정         1,824,220]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200,671 267,700 △67,029

301 일반보상금 200,671 267,700 △67,029

200,671 267,700 △67,02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67,029

△67,029경정 200,671,000원 - 기정 267,700,000원 =

[국      △33,515][국 경정           100,335 기정           133,850]

[도      △16,757][도 경정            50,168 기정            66,925]

[군      △16,757][군 경정            50,168 기정            66,925]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78,000 75,000 3,000

307 민간이전 78,000 75,000 3,000

78,000 75,000 3,000 10 사회복지보조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3,000

3,000경정 78,000,000원 - 기정 75,000,000원 =

[도         1,500][도 경정            39,000 기정            37,500]

[군         1,500][군 경정            39,000 기정            37,500]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64,320 0 64,320

307 민간이전 64,320 0 64,320

64,320 0 64,320 10 사회복지보조 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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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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64,320=

[국        30,874]

[도        16,723]

[군        16,723]

장애인복지 2,468,885 2,460,789 8,096

장애인 복지 2,468,885 2,460,789 8,096

장애수당 438,534 435,534 3,000

301 일반보상금 438,534 435,534 3,000

438,534 435,534 3,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3,000

3,000경정 438,534,000원 - 기정 435,534,000원 =

[국         2,100][국 경정           306,974 기정           304,874]

[도           450][도 경정            65,780 기정            65,330]

[군           450][군 경정            65,780 기정            65,330]

장애아동 재활지원 76,840 63,954 12,886

307 민간이전 76,840 63,954 12,886

76,840 63,954 12,886 10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12,886

12,886경정 76,840,000원 - 기정 63,954,000원 =

[국         9,020][국 경정            53,788 기정            4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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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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933][도 경정            11,526 기정             9,593]

[군         1,933][군 경정            11,526 기정             9,593]

장애아동재활치료 확대 8,640 13,440 △4,800

301 일반보상금 8,640 13,440 △4,800

8,640 13,440 △4,8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

△4,800

△4,800경정 8,640,000원 - 기정 13,440,000원 =

[도       △2,400][도 경정             4,320 기정             6,720]

[군       △2,400][군 경정             4,320 기정             6,720]

중증장애활동보조 시간확대 22,008 24,998 △2,990

301 일반보상금 22,008 24,998 △2,990

22,008 24,998 △2,99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 장애활동 보조시간 확대사업

△2,990

△2,990경정 22,008,000원 - 기정 24,998,000원 =

[도       △1,495][도 경정            11,004 기정            12,499]

[군       △1,495][군 경정            11,004 기정            12,499]

여성복지증진 1,123,861 1,139,715 △15,854

여성복지 1,123,861 1,139,715 △15,85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66,342 180,296 △13,954

301 일반보상금 164,642 178,596 △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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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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42 178,596 △13,95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금

△13,954

△13,954경정 115,286,000원 - 기정 129,240,000원 =

[도       △6,977][도 경정            57,643 기정            64,620]

[군       △6,977][군 경정            57,643 기정            64,620]

307 민간이전 1,700 1,700 0

1,700 0 1,700 02 민간경상보조

  ○한부모 가족 한마음 캠프

0 1,700 △1,700 10 사회복지보조

  ○한부모 가족 한마음 캠프

1,700

1,700=

△1,700

△1,700경정 0원 - 기정 1,700,000원 =

여성직업훈련 12,000 13,000 △1,000

201 일반운영비 12,000 0 12,000

12,000 0 12,000 01 사무관리비

  ○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12,000

12,000=

[도         6,000]

[군         6,000]

307 민간이전 0 13,000 △13,000

0 13,000 △13,000 10 사회복지보조

  ○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13,000

△12,000경정 0원 - 기정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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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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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테마교육 위탁교육비

[도       △6,000][도 경정                 0 기정             6,000]

[군       △6,000][군 경정                 0 기정             6,000]

△1,000경정 0원 - 기정 1,000,000원 =

[도         △500][도 경정                 0 기정               500]

[군         △500][군 경정                 0 기정               500]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0 6,900 △6,900

307 민간이전 0 6,900 △6,900

0 6,900 △6,900 10 사회복지보조

  ○가족폭력 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6,900

△6,900경정 0원 - 기정 6,900,000원 =

[국       △4,830][국 경정                 0 기정             4,830]

[군       △2,070][군 경정                 0 기정             2,070]

여성사회참여확대 70,000 70,000 0

201 일반운영비 27,000 0 27,000

27,000 0 27,000 01 사무관리비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27,000

27,000=

307 민간이전 0 27,000 △27,000

0 27,000 △27,000 10 사회복지보조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27,000

△27,000경정 0원 - 기정 2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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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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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지위향상 49,200 44,200 5,000

307 민간이전 46,000 41,000 5,000

40,000 35,000 5,000 02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5,000

5,000경정 25,000,000원 - 기정 20,000,000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비 1,000 0 1,000

307 민간이전 1,000 0 1,000

1,000 0 1,000 10 사회복지보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

1,000

1,000=

[국           700]

[도           150]

[군           150]

노인 복지 증진 20,737,993 20,365,280 372,713

노인복지 13,625,904 13,569,904 56,000

노인행사지원 71,060 15,060 56,000

307 민간이전 70,000 14,000 56,000

70,000 14,000 56,000 10 사회복지보조

  ○경로의달 행사지원(화순읍)

  ○경로의달 행사지원(12개 면)

56,000

8,000=

48,000=

노인일자리 지원 1,317,800 1,3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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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307 민간이전 1,310,200 1,310,200 0

1,310,200 1,310,200 0 10 사회복지보조

  ○노인 일자리사업

0

0경정 1,056,200,000원 - 기정 1,056,200,000원 =

[국         8,130][국 경정           522,230 기정           514,100]

[도         4,065][도 경정           261,115 기정           257,050]

[군      △12,195][군 경정           272,855 기정           285,050]

노인복지시설지원 7,112,089 6,795,376 316,713

경로당 운영 지원 1,990,785 1,990,810 △25

402 민간자본이전 122,000 122,025 △25

122,000 122,025 △25 01 민간자본보조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

△25

△25경정 22,000,000원 - 기정 22,025,000원 =

[도          △12][도 경정            11,000 기정            11,012]

[군          △13][군 경정            11,000 기정            11,013]

노인복지관운영 569,000 300,000 269,000

307 민간이전 569,000 300,000 269,000

569,000 300,000 269,000 10 사회복지보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13명)

269,000

260,000경정 560,000,000원 - 기정 300,000,000원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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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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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000]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사업 415,000 415,000 0

402 민간자본이전 415,000 415,000 0

415,000 415,000 0 01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0

0경정 415,000,000원 - 기정 415,000,000원 =

[국             0][국 경정           203,500 기정           203,500]

[도      △40,700][도 경정            61,050 기정           101,750]

[군        40,700][군 경정           150,450 기정           109,750]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4,238 0 4,238

402 민간자본이전 4,238 0 4,238

4,238 0 4,238 01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4,238

4,238=

[국         2,118]

[도         1,059]

[군         1,061]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사업 43,500 0 43,500

402 민간자본이전 43,500 0 43,500

43,500 0 43,500 01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사업

43,500

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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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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900]

[군        30,600]

국민기초생활보장 10,922,762 10,952,932 △30,170

국민기초생활 보장 10,922,762 10,952,932 △30,170

희망키움통장 75,180 105,350 △30,170

301 일반보상금 75,180 105,350 △30,170

75,180 105,350 △30,1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

△30,170

△30,170경정 75,180,000원 - 기정 105,350,000원 =

[국      △24,136][국 경정            60,144 기정            84,280]

[도       △3,017][도 경정             7,518 기정            10,535]

[군       △3,017][군 경정             7,518 기정            10,53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104,674 2,020,080 84,594

자활지원 1,721,280 1,724,186 △2,906

가사간병도우미사업 87,300 94,376 △7,076

307 민간이전 87,300 94,376 △7,076

87,300 94,376 △7,076 10 사회복지보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7,076

△7,076경정 87,300,000원 - 기정 94,376,000원 =

[국       △6,566][국 경정            69,840 기정            7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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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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55][도 경정             8,730 기정             8,985]

[군         △255][군 경정             8,730 기정             8,985]

자활소득공제 87,260 83,090 4,170

301 일반보상금 87,260 83,090 4,170

87,260 83,090 4,1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자활장려금)

4,170

4,170경정 87,260,000원 - 기정 83,090,000원 =

[국         3,336][국 경정            69,808 기정            66,472]

[도           417][도 경정             8,726 기정             8,309]

[군           417][군 경정             8,726 기정             8,309]

저소득층 지원 383,394 295,894 87,500

긴급복지지원 263,297 175,797 87,500

301 일반보상금 263,297 175,797 87,500

263,297 175,797 87,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

87,500

87,500경정 263,297,000원 - 기정 175,797,000원 =

[국        70,000][국 경정           210,637 기정           140,637]

[도         8,750][도 경정            26,330 기정            17,580]

[군         8,750][군 경정            26,330 기정            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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