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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년
예산구분 : 추경 1 회
부    서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12,405,242 7,222,727 5,182,515

기획감사실 12,405,242 7,222,727 5,182,515

지방행정 역량 강화 462,834 407,434 55,400

시책개발 280,280 231,380 48,900

시책개발 236,280 210,380 25,900

202 여비 51,800 25,900 25,900

51,800 25,900 25,900 01 국내여비

  ○2012년 여수박람회 참관

25,900

25,900경정 51,800,000원 - 기정 25,900,000원 =

이미지 확산사업 24,000 21,000 3,000

201 일반운영비 24,000 21,000 3,000

24,000 21,000 3,000 01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반사스티커 제작

3,000

3,0003,000원 * 1,000매 =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20,000 0 20,000 05 민간위탁금

  ○2012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0

20,00020,000,000원 * 1회 =

의회 운영지원 6,500 0 6,500

의회 운영지원 6,500 0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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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    위 : 의회 운영지원

207 연구개발비 6,500 0 6,500

6,500 0 6,500 01 연구용역비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0

6,50013,000원 * 500명 =

재정 운영 427,380 423,380 4,000

건전재정운영 42,580 38,580 4,000

건전재정운영 42,580 38,580 4,000

307 민간이전 4,000 0 4,000

4,000 0 4,000 02 민간경상보조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4,000

4,0004,000,000원 * 1회 =

군정홍보 845,690 743,490 102,200

군정알리기 845,690 743,490 102,200

화순소식지 발간 116,000 81,000 35,000

201 일반운영비 115,000 80,000 35,000

115,000 80,000 35,000 01 사무관리비

  ○화순소식지 제작

35,000

35,000경정 115,000,000원 - 기정 80,000,000원 =

군정 주요시책 홍보 729,690 662,490 67,200

201 일반운영비 702,490 637,490 65,000

700,870 635,870 65,000 01 사무관리비

  ○광고료

65,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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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군정홍보
단    위 : 군정알리기

    ―방송(축제 등)

  ○버스활용 군 홍보 광고

25,000경정 103,000,000원 - 기정 78,000,000원 =

40,000=

303 포상금 2,200 0 2,200

2,200 0 2,200 01 포상금

  ○군정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2,200

2,200

1,0001,000,000원 * 1개부서 =

700700,000원 * 1개부서 =

500500,000원 * 1개부서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5,290,091 485,000 4,805,091

보전지출 5,290,091 485,000 4,805,091

국 · 도비보조금 반환금 4,805,091 0 4,805,091

802 반환금기타 4,805,091 0 4,805,091

4,259,659 0 4,259,659 01 국고보조금반환금

  ○건설방재과

    ―용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과수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4,259,659

198,289

100,449=

97,840=

1,960

355=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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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사업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고품질 복숭아 재배 시범단지 지원

  ○농업정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200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배출수 수질개선사업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도시과

    ―탄광지역개발사업(공용주차장 설치)

    ―LED신호등 교체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지도 제작

    ―여행바우처 지원

    ―문화재 생생사업

93=

677=

100=

838,177

18,458=

16,379=

8,800=

4,836=

83=

1,500=

764,031=

24,090=

9,711

872=

8,839=

18,927

4,552=

26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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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 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운영

    ―병의원 접종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8,218=

3=

5,534=

71,635

169=

1,109=

6=

4,673=

126=

1,700=

90=

2=

5=

4=

6,188=

9,172=

1,600=

2,268=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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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장 의료팀 운영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BTL 정부 지급금)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 지급금)

  ○재무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산림소득과

    ―산불진화출동 여비

    ―클론재배시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보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략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마을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38=

41,037=

462=

5,113

5,113=

2,049,661

1,341=

45,000=

2,000,000=

1,467=

1,853=

3,299

1,138=

2,161=

88,326

19,484=

281=

9,893=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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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등록 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연금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장애인 장기 요양)

    ―장애아동 재활 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차상위 정부 양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 지원사업

45

45=

509,321

8=

11,794=

563=

2,841=

6,289=

1,792=

403=

51,646=

118=

54,960=

13,613=

200=

1,413=

3,009=

53,099=

1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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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양 지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자활센터 운영비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 지원사업

    ―자활 시설비

    ―자활 지원 부대경비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보급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4,543=

3,200=

3,881=

64=

11=

9,465=

41,211=

17,963=

635=

206=

11,397=

11,385=

81,322=

234=

22=

2,489=

12,018=

7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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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원봉사 공공운영비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장애인아동 입양양육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영유아 보육료

    ―보육돌봄 서비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449=

20=

4=

3=

19=

2,264=

1,194=

970=

28=

1,155=

26,222=

49,177=

11=

9=

245=

13=

465,195

83,140=

38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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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45,432 0 545,432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건설방재과

    ―풍수해보험사업

    ―용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복숭아 재배시범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시범

  ○농업정책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2009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전남파프리카(주) 설립 선진지 벤치마킹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1,080=

545,432

9,188

5,943=

1,637=

1,608=

803

609=

194=

65,491

2,340=

5,030=

2,000=

953=

1,370=

732=

3,600=

48,982=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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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도시과

    ―한옥 건립사업

  ○문화관광과

    ―죽수서원 주변정비공사

    ―여행바우처 지원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보건소

    ―농어촌신생아 양육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생계비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산림소득과

    ―산불진화 출동 여비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지원 조성사업

    ―클론재배시설

260,000

260,000=

5,613

4,649=

53=

911=

15,319

10,800=

85=

555=

585=

17=

800=

1,134=

1,343=

32,295

603=

21,694=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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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보완

  ○스포츠산업과

    ―화순영덕정 궁도장 보수사업

    ―화순 동면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

  ○전략산업과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1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연금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82=

556=

7,966

3,354=

4,612=

39,511

1,139=

5,856=

84=

1,237=

2,934=

28,261=

108,388

5=

5,898=

281=

356=

1,348=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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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장기 요양)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

    ―5·18 민주 유공자 생계비 지원

    ―5·18 민주 유공자 교통부름이 사업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해산·장제급여)

    ―차상위 정부양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87=

11,068=

26=

1,086=

2,222=

1,418=

1,900=

2,688=

1=

1,483=

6,869=

1,701=

25=

376=

6,638=

1,909=

7,272=

523=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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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의료급여수급자 행정비

    ―자활센터 운영비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지원사업

    ―자활시설비

    ―자활지원 부대경비

    ―자활소득공제(자활 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지역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

    ―노인복지기금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0=

5,861=

2=

1,184=

5,152=

2,245=

79=

26=

1,426=

71=

1,847=

451=

17,427=

268=

70=

10=

3=

311=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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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저소득한부모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시설이미용 양육 수당

    ―보육돌봄 서비스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

15=

8,808=

96=

4=

7=

5=

6=

209=

6=

30=

22=

248=

3,600=

5=

1=

5=

6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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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기획감사실
정    책 : 재무활동(기획감사실)
단    위 : 보전지출

  ○환경과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가꾸기

258

208=

50=

예비비 5,223,207 5,007,383 215,824

예비비 5,223,207 5,007,383 215,824

예비비 5,223,207 5,007,383 215,824

801 예비비 5,223,207 5,007,383 215,824

5,223,207 5,007,383 215,824 01 예비비

  ○예비비

215,824

215,824경정 5,223,207,000원 - 기정 5,007,383,000원 =

[도        60,000][도 경정            60,000 기정                 0]

[군       155,824][군 경정         5,163,207 기정         5,0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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