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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1년
예산구분 : 추경 3 회
부    서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56,256,944 54,933,176 1,323,768

주민복지과 56,256,944 54,933,176 1,323,768

취약계층 아동 보호 2,413,324 2,490,919 △77,595

아동복지증진 2,413,324 2,490,919 △77,595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500 6,000 △1,500

307 민간이전 4,500 6,000 △1,500

4,500 6,000 △1,500 10 사회복지보조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1,500

△1,500경정 4,500,000원 - 기정 6,000,000원 =

[분         △750][분 경정             2,250 기정             3,000]

[도         △375][도 경정             1,125 기정             1,500]

[군         △375][군 경정             1,125 기정             1,5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 44,420 45,920 △1,500

307 민간이전 44,420 45,920 △1,500

44,420 45,920 △1,500 10 사회복지보조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500

△1,500경정 4,500,000원 - 기정 6,000,000원 =

[도         △750][도 경정             2,250 기정             3,000]

[군         △750][군 경정             2,250 기정             3,000]

소년소녀가정지원 6,500 9,600 △3,10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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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 9,600 △3,100

6,500 9,600 △3,1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가정지원

△3,100

△3,100경정 6,500,000원 - 기정 9,600,000원 =

[분       △2,480][분 경정             5,200 기정             7,680]

[도         △310][도 경정               650 기정               960]

[군         △310][군 경정               650 기정               960]

가정위탁양육지원 41,300 41,148 152

301 일반보상금 41,300 41,148 152

41,300 41,148 15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 양육지원

152

152경정 41,300,000원 - 기정 41,148,000원 =

[분           764][분 경정            33,040 기정            32,276]

[도         △306][도 경정             4,130 기정             4,436]

[군         △306][군 경정             4,130 기정             4,436]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세대지원 17,460 18,615 △1,155

301 일반보상금 14,890 16,045 △1,155

14,890 16,045 △1,15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1,155

△980경정 6,940,000원 - 기정 7,920,000원 =

[도         △490][도 경정             3,470 기정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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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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군         △490][군 경정             3,470 기정             3,960]

△175경정 2,950,000원 - 기정 3,125,000원 =

[도             0][도 경정             1,475 기정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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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수당 26,428 26,158 270

301 일반보상금 26,428 26,158 270

26,428 26,158 2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270

270경정 26,428,000원 - 기정 26,158,000원 =

[국          △30][국 경정            18,282 기정            18,312]

[도             0][도 경정             3,923 기정             3,923]

[군           300][군 경정             4,223 기정             3,923]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20,747 23,034 △2,287

301 일반보상금 20,747 23,034 △2,287

20,747 23,034 △2,28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2,287

△2,287경정 20,747,000원 - 기정 23,034,000원 =

[국       △1,600][국 경정            14,523 기정            16,123]

[도         △343][도 경정             3,112 기정             3,455]

[군         △344][군 경정             3,112 기정             3,45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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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71,000 209,475 △38,475

307 민간이전 171,000 209,475 △38,475

171,000 209,475 △38,475 10 사회복지보조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38,475

△38,475경정 171,000,000원 - 기정 209,475,000원 =

[도      △38,475][도 경정           171,000 기정           209,475]

아동보호 58,770 88,770 △30,000

307 민간이전 51,800 81,800 △30,000

39,800 69,800 △30,000 10 사회복지보조

  ○방학중 아동 상설 급식 지원

△30,000

△30,000경정 0원 - 기정 30,000,000원 =

드림스타트 운영 310,000 310,000 0

101 인건비 61,700 60,300 1,400

61,700 60,300 1,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행인력 인건비

1,400

1,400경정 51,800,000원 - 기정 50,400,000원 =

[국         1,400][국 경정            51,800 기정            50,400]

201 일반운영비 146,100 129,300 16,800

100,800 81,900 18,900 01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18,900

18,900경정 38,700,000원 - 기정 19,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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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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3,400 △2,100 02 공공운영비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국        18,900][국 경정            38,700 기정            19,800]

△2,100

△2,100경정 300,000원 - 기정 2,400,000원 =

[국       △2,100][국 경정               300 기정             2,400]

301 일반보상금 7,000 25,200 △18,200

7,000 25,200 △18,200 10 행사실비보상금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18,200

△18,200경정 7,000,000원 - 기정 25,200,000원 =

[국      △18,200][국 경정             7,000 기정            25,200]

주민생활지원 554,609 554,609 0

주민서비스지원 554,609 554,609 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9,209 539,209 0

201 일반운영비 2,800 0 2,800

2,800 0 2,800 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800

2,800=

[국         2,800]

307 민간이전 536,409 539,209 △2,800

536,409 539,209 △2,800 10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800

△2,800경정 536,409,000원 - 기정 539,20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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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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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2,800][국 경정           429,127 기정           431,927]

[도             0][도 경정            53,641 기정            53,641]

[군             0][군 경정            53,641 기정            53,641]

보육.가족지원 12,472,630 11,927,478 545,152

보육가족 12,472,630 11,927,478 545,152

보육돌봄서비스 2,750,640 2,795,476 △44,836

307 민간이전 2,750,640 2,795,476 △44,836

2,750,640 2,795,476 △44,836 10 사회복지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44,836

△44,836경정 2,750,640,000원 - 기정 2,795,476,000원 =

[국      △22,418][국 경정         1,375,320 기정         1,397,738]

[도      △11,209][도 경정           691,878 기정           703,087]

[군      △11,209][군 경정           683,442 기정           694,651]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
당 24,372 26,570 △2,198

307 민간이전 24,372 26,570 △2,198

24,372 26,570 △2,198 10 사회복지보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98

△2,198경정 24,372,000원 - 기정 26,570,000원 =

[도       △2,198][도 경정            24,372 기정            26,570]

보육료 지원 8,863,760 8,008,636 8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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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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민간이전 8,863,760 8,008,636 855,124

8,863,760 8,008,636 855,124 10 사회복지보조

  ○차등 보육료

855,124

855,124경정 7,070,896,000원 - 기정 6,215,772,000원 =

[국       427,562][국 경정         3,535,448 기정         3,107,886]

[도       213,781][도 경정         1,767,724 기정         1,553,943]

[군       213,781][군 경정         1,767,724 기정         1,553,943]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83,163 174,040 9,123

307 민간이전 183,163 174,040 9,123

183,163 174,040 9,123 10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9,123

9,123경정 137,363,000원 - 기정 128,240,000원 =

[국         4,561][국 경정            68,681 기정            64,120]

[도         2,281][도 경정            34,341 기정            32,060]

[군         2,281][군 경정            34,341 기정            32,060]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220,752 200,671 20,081

301 일반보상금 220,752 200,671 20,081

220,752 200,671 20,08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081

20,081경정 220,752,000원 - 기정 200,671,000원 =

[국        10,041][국 경정           110,376 기정           100,33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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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0][도 경정            55,188 기정            50,168]

[군         5,020][군 경정            55,188 기정            50,168]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74,560 78,000 △3,440

307 민간이전 74,560 78,000 △3,440

74,560 78,000 △3,440 10 사회복지보조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3,440

△3,440경정 74,560,000원 - 기정 78,000,000원 =

[도       △1,720][도 경정            37,280 기정            39,000]

[군       △1,720][군 경정            37,280 기정            39,000]

보육서비스지원 261,700 270,700 △9,000

301 일반보상금 30,500 55,500 △25,000

30,500 55,500 △25,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25,000

△25,000경정 30,500,000원 - 기정 55,500,000원 =

307 민간이전 231,200 215,200 16,000

231,200 215,200 16,000 10 사회복지보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000

16,000경정 221,200,000원 - 기정 205,200,000원 =

보육시설 지원 0 291,665 △291,665

307 민간이전 0 291,665 △291,665

0 291,665 △291,665 10 사회복지보조 △29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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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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보육시설 지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114,165경정 0원 - 기정 114,165,000원 =

[국      △57,087][국 경정                 0 기정            57,087]

[도      △28,539][도 경정                 0 기정            28,539]

[군      △28,539][군 경정                 0 기정            28,539]

△177,500경정 0원 - 기정 177,500,000원 =

[국      △88,750][국 경정                 0 기정            88,750]

[도      △44,375][도 경정                 0 기정            44,375]

[군      △44,375][군 경정                 0 기정            44,375]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76,283 64,320 11,963

307 민간이전 76,283 64,320 11,963

76,283 64,320 11,963 10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1,963

11,963경정 76,283,000원 - 기정 64,320,000원 =

[국         8,030][국 경정            38,904 기정            30,874]

[도         2,348][도 경정            19,071 기정            16,723]

[군         1,585][군 경정            18,308 기정            16,723]

장애인복지 2,428,002 2,468,885 △40,883

장애인 복지 2,428,002 2,468,885 △40,883

장애수당 420,395 438,534 △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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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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일반보상금 420,395 438,534 △18,139

420,395 438,534 △18,13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18,139

△18,139경정 420,395,000원 - 기정 438,534,000원 =

[국      △12,697][국 경정           294,277 기정           306,974]

[도       △2,721][도 경정            63,059 기정            65,780]

[군       △2,721][군 경정            63,059 기정            65,780]

장애인 연금 1,104,745 1,069,734 35,011

301 일반보상금 1,104,745 1,069,734 35,011

1,104,745 1,069,734 35,01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

35,011

35,011경정 1,104,745,000원 - 기정 1,069,734,000원 =

[국        24,507][국 경정           773,321 기정           748,814]

[도         5,252][도 경정           165,712 기정           160,460]

[군         5,252][군 경정           165,712 기정           160,460]

장애인등록진단비 2,616 2,530 86

301 일반보상금 2,616 2,530 86

2,616 2,530 86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

86

86경정 2,616,000원 - 기정 2,530,000원 =

[국            43][국 경정             1,308 기정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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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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도 경정               654 기정               633]

[군            22][군 경정               654 기정               632]

장애아동 재활지원 61,432 76,840 △15,408

307 민간이전 61,432 76,840 △15,408

61,432 76,840 △15,408 10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15,408

△15,408경정 61,432,000원 - 기정 76,840,000원 =

[국      △11,200][국 경정            42,588 기정            53,788]

[도       △2,400][도 경정             9,126 기정            11,526]

[군       △1,808][군 경정             9,718 기정            11,526]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238,272 277,705 △39,433

307 민간이전 238,272 277,705 △39,433

238,272 277,705 △39,433 10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39,433

△39,433경정 238,272,000원 - 기정 277,705,000원 =

[국      △27,603][국 경정           166,790 기정           194,393]

[도       △5,915][도 경정            35,741 기정            41,656]

[군       △5,915][군 경정            35,741 기정            41,656]

장애인 지원 103,720 106,720 △3,000

301 일반보상금 840 3,84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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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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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3,000 △3,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3,000

△3,000경정 0원 - 기정 3,000,000원 =

여성복지증진 1,129,685 1,123,861 5,824

여성복지 1,129,685 1,123,861 5,82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860 7,771 △2,911

301 일반보상금 4,860 7,771 △2,911

4,860 7,771 △2,91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의료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2,911

△228경정 1,300,000원 - 기정 1,528,000원 =

[국         △182][국 경정             1,040 기정             1,222]

[도          △23][도 경정               130 기정               153]

[군          △23][군 경정               130 기정               153]

△3,803경정 900,000원 - 기정 4,703,000원 =

[국       △3,043][국 경정               720 기정             3,763]

[도         △380][도 경정                90 기정               470]

[군         △380][군 경정                90 기정               470]

1,120경정 2,660,000원 - 기정 1,540,000원 =

[국           896][국 경정             2,128 기정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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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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2][도 경정               266 기정               154]

[군           112][군 경정               266 기정               154]

여성지위향상 56,935 49,200 7,735

307 민간이전 53,735 46,000 7,735

13,735 6,000 7,735 10 사회복지보조

  ○조손가정 희망나눔 김장행사

7,735

7,735=

[도         7,735]

외국인주부 정착 지원 106,896 105,896 1,000

301 일반보상금 31,896 30,896 1,000

29,896 28,896 1,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1,000

1,000경정 29,896,000원 - 기정 28,896,000원 =

[도             0][도 경정            14,448 기정            14,448]

[군         1,000][군 경정            15,448 기정            14,448]

보훈 관리 및 지원 335,996 329,468 6,528

보훈행정 335,996 329,468 6,528

5.18유공자 지원(보조) 50,688 44,160 6,528

301 일반보상금 50,688 44,160 6,528

50,688 44,160 6,52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성립전)

6,528

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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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주민복지과
정    책 : 보훈 관리 및 지원
단    위 : 보훈행정

[도         6,528]

노인 복지 증진 21,633,993 20,737,993 896,000

노인복지 14,649,249 13,625,904 1,023,345

장수노인 지원 349,800 344,800 5,000

301 일반보상금 349,800 344,800 5,000

349,800 344,800 5,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5세이상 노인 장수 수당

5,000

5,000경정 347,000,000원 - 기정 342,000,000원 =

노인일자리 지원 1,317,800 1,317,800 0

101 인건비 4,240 5,600 △1,360

4,240 5,600 △1,3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360

△1,360경정 4,240,000원 - 기정 5,600,000원 =

[국         △680][국 경정             2,120 기정             2,800]

[도         △340][도 경정             1,060 기정             1,400]

[군         △340][군 경정             1,060 기정             1,400]

307 민간이전 1,311,560 1,310,200 1,360

1,311,560 1,310,200 1,360 10 사회복지보조

  ○노인 일자리사업

1,360

1,360경정 1,057,560,000원 - 기정 1,056,200,000원 =

[국           680][국 경정           522,910 기정           5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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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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40][도 경정           261,455 기정           261,115]

[군           340][군 경정           273,195 기정           272,855]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15,000 18,000 △3,000

402 민간자본이전 15,000 18,000 △3,000

15,000 18,000 △3,000 01 민간자본보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

△3,000경정 15,000,000원 - 기정 18,000,000원 =

[도       △1,500][도 경정             7,500 기정             9,000]

[군       △1,500][군 경정             7,500 기정             9,000]

기초노령연금지원 11,680,924 10,659,579 1,021,345

301 일반보상금 11,679,174 10,657,829 1,021,345

11,679,174 10,657,829 1,021,34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1,021,345

1,021,345경정 11,679,174,000원 - 기정 10,657,829,000원 =

[국     1,031,738][국 경정        10,623,784 기정         9,592,046]

[도        24,521][도 경정           237,678 기정           213,157]

[군      △34,914][군 경정           817,712 기정           852,626]

노인복지시설지원 6,984,744 7,112,089 △127,34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833,409 2,976,466 △143,057

301 일반보상금 2,833,409 2,976,466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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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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3,409 2,976,466 △143,05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 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노인 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 부식비

  ○노인 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부담금

△143,057

△59,163경정 1,234,196,000원 - 기정 1,293,359,000원 =

[분         △890][분 경정           658,189 기정           659,079]

[도      △76,991][도 경정           273,778 기정           350,769]

[군        18,718][군 경정           302,229 기정           283,511]

2,190경정 15,330,000원 - 기정 13,140,000원 =

[도         1,095][도 경정             7,665 기정             6,570]

[군         1,095][군 경정             7,665 기정             6,570]

260경정 1,820,000원 - 기정 1,560,000원 =

[도           130][도 경정               910 기정               780]

[군           130][군 경정               910 기정               780]

△2,475경정 1,430,000원 - 기정 3,905,000원 =

[도       △1,238][도 경정               715 기정             1,953]

[군       △1,237][군 경정               715 기정             1,952]

△83,869경정 1,244,173,000원 - 기정 1,328,042,000원 =

[도      △27,373][도 경정           238,235 기정           265,608]

[군      △56,496][군 경정         1,005,938 기정         1,0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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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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 지원 1,950,785 1,990,785 △40,000

201 일반운영비 42,475 82,475 △40,000

42,475 82,475 △40,000 01 사무관리비

  ○일심4구 경로당 임차료

△40,000

△40,000경정 0원 - 기정 40,000,000원 =

노인복지시설신축 55,712 0 55,712

402 민간자본이전 55,712 0 55,712

55,712 0 55,712 01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신축(모니카)

55,712

55,71255,712,000 * 1개소 =

국민기초생활보장 10,844,496 10,922,762 △78,266

국민기초생활 보장 10,844,496 10,922,762 △78,266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7,861,816 7,859,119 2,697

301 일반보상금 7,861,816 7,859,119 2,697

7,861,816 7,859,119 2,69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697

2,697경정 7,861,816,000원 - 기정 7,859,119,000원 =

[국         2,160][국 경정         6,289,455 기정         6,287,295]

[도           268][도 경정           786,180 기정           785,912]

[군           269][군 경정           786,181 기정           785,912]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5,000 2,086,503 △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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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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일반보상금 1,875,000 1,936,503 △61,503

1,875,000 1,936,503 △61,503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1,503

△61,503경정 1,875,000,000원 - 기정 1,936,503,000원 =

[국      △49,203][국 경정         1,500,000 기정         1,549,203]

[도       △6,150][도 경정           187,500 기정           193,650]

[군       △6,150][군 경정           187,500 기정           193,65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61,000 358,522 2,478

301 일반보상금 361,000 358,522 2,478

361,000 358,522 2,47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2,478

2,478경정 361,000,000원 - 기정 358,522,000원 =

[국         1,982][국 경정           288,800 기정           286,818]

[도           248][도 경정            36,100 기정            35,852]

[군           248][군 경정            36,100 기정            35,852]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8,000 50,797 △12,797

301 일반보상금 38,000 50,797 △12,797

38,000 50,797 △12,79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12,797

△12,797경정 38,000,000원 - 기정 50,797,000원 =

[국      △10,237][국 경정            30,400 기정            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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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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80][도 경정             3,800 기정             5,080]

[군       △1,280][군 경정             3,800 기정             5,080]

희망키움통장 80,906 75,180 5,726

301 일반보상금 80,906 75,180 5,726

80,906 75,180 5,726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

5,726

5,726경정 80,906,000원 - 기정 75,180,000원 =

[국         4,580][국 경정            64,724 기정            60,144]

[도           573][도 경정             8,091 기정             7,518]

[군           573][군 경정             8,091 기정             7,518]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69,525 194,042 △24,517

201 일반운영비 20,400 22,000 △1,600

20,400 22,000 △1,600 01 사무관리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1,600

△1,600경정 20,400,000원 - 기정 22,000,000원 =

[국       △1,600][국 경정            20,400 기정            22,000]

301 일반보상금 149,125 172,042 △22,917

149,125 172,042 △22,917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22,917

△22,917경정 149,125,000원 - 기정 172,042,000원 =

[국      △22,917][국 경정           149,125 기정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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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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생활비지원사업 9,650 0 9,650

301 일반보상금 9,650 0 9,650

9,650 0 9,6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생활비지원사업(96세대)

9,650

9,650=

[도         9,65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174,074 2,104,674 69,400

자활지원 1,790,680 1,721,280 69,400

자활지원 1,416,530 1,366,380 50,150

401 시설비및부대비 360,150 310,000 50,150

350,150 300,000 50,150 01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50,150

50,150경정 350,150,000원 - 기정 300,000,000원 =

[국        40,120][국 경정           280,120 기정           240,000]

[도         5,015][도 경정            35,015 기정            30,000]

[군         5,015][군 경정            35,015 기정            30,000]

자활소득공제 95,250 87,260 7,990

301 일반보상금 95,250 87,260 7,990

95,250 87,260 7,99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자활장려금)

7,990

7,990경정 95,250,000원 - 기정 87,2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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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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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6,392][국 경정            76,200 기정            69,808]

[도           799][도 경정             9,525 기정             8,726]

[군           799][군 경정             9,525 기정             8,726]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187,640 176,380 11,260

307 민간이전 187,640 176,380 11,260

187,640 176,380 11,260 10 사회복지보조

  ○지역 자활센터 운영

11,260

11,260경정 187,640,000원 - 기정 176,380,000원 =

[국         7,882][국 경정           131,348 기정           123,466]

[도         1,126][도 경정            18,764 기정            17,638]

[군         2,252][군 경정            37,528 기정            35,276]

재무활동(주민복지과) 1,256,015 1,258,407 △2,392

내부거래지출 1,256,015 1,258,407 △2,392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256,015 1,258,407 △2,392

701 기타회계전출금 1,256,015 1,258,407 △2,392

1,256,015 1,258,407 △2,392 01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392

△2,392경정 1,256,015,000원 - 기정 1,258,40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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