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서내역

공문제출번호: C11272020000061

구분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증감비율
(%)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생산품판매 사
업수입 1,055,260,000 971,443,672 ▲83,816,328 ▲7.94

o 박스판매
경정(73,303,640원×12월=879,643,672원)-기정(80
,288,330원×12월=963,460,000원)=-83,816,328원

사업수입 소계 1,055,260,000 971,443,672 ▲83,816,328

사업수입 소계 1,055,260,000 971,443,672 ▲83,816,328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 308,609,980 305,747,276 ▲2,862,704 ▲0.93
o 사무동 증축(240㎡)
경정(304,566,326원×1식=304,566,326원)-기정
(307,429,030원×1식=307,429,030원)=-2,862,704원

시군구보조금 474,100,000 477,678,440 3,578,440 0.75

o 인건비
경정(2,000,000원×2명×12월=48,000,000원)-기정
(1,619,170원×2명×12월=38,860,000원)=9,140,000
원

기타보조금 43,020,000 46,090,650 3,070,650 7.14

o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개발원)
*인건비 경정(3,315,890원×1명×12월=39,790,650
원)-기정(3,285,000원×1명×12월=39,420,000원)
=370,650원
*관리운영비 경정(275,000원×12월=3,300,000원)-
기정(300,000원×12월=3,600,000원)=-300,000원
o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물
품구입비
*사업비 :3,000,000원×1식=3,000,000원

보조금수입 소계 825,729,980 829,516,366 3,786,386

보조금수입 소계 825,729,980 829,516,366 3,786,386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8,200,000 8,200,000 0 0.00

비지정후원금 4,200,000 4,200,000 0 0.00

후원금수입 소계 12,400,000 12,4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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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증감비율
(%)

후원금수입 소계 12,400,000 12,400,000 0

세입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29,500,000 30,214,600 714,600 2.42
o 고용장려금
경정(3,178,650원×4회=12,714,600원)-기정(3,000
,000원×4회=12,000,000원)=714,600원

전입금 소계 29,500,000 30,214,600 714,600

전입금 소계 29,500,000 30,214,600 714,6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67,288,527 67,288,527 0 0.00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1,780,455 1,780,455 0 0.00

이월금 소계 69,068,982 69,068,982 0

이월금 소계 69,068,982 69,068,982 0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
입 200,000 200,000 0 0.00

기타잡수입 41,200,000 31,200,000 ▲10,000,000 ▲24.27

o 고용지원금
경정(3,000,000원×1회=3,000,000원)-기정(1,750
,000원×4회=7,000,000원)=-4,000,000원
o 부가세환급금
경정(6,000,000원×4회=24,000,000원)-기정(7,500
,000원×4회=30,000,000원)=-6,000,000원

잡수입 소계 41,400,000 31,400,000 ▲10,000,000

잡수입 소계 41,400,000 31,400,000 ▲10,000,000

세입소계 2,033,358,962 1,944,043,620 ▲89,315,342

세출 사무비 인건비
급여 316,810,480 324,334,050 7,523,570 2.37

o 급여
경정(2,777,750원×1명×12월=33,333,000원)-기정
(2,700,000원×1명×12월=32,400,000원)=933,000원
o 급여
경정(1,769,230원×2명×12월=42,461,450원)-기정
(1,494,620원×2명×12월=35,870,880원)=6,590,570
원

제수당 75,077,980 73,877,980 ▲1,200,000 ▲1.60 o 시설장 직책보조수당
경정(0원) - 기정(10,000원×12월=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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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비율
(%)

세출 사무비 인건비

-1,200,000원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32,556,880 33,184,070 627,190 1.93

o 개발원인력 퇴직적립금
경정(33,333,120원×1/12월=2,777,760원)-기정(32
,400,000원×1/12월=2,700,000원)=77,760
o 퇴직적립금
경정(147,440원×2명×12월=3,538,550원)-기정
(124,540원×2명×12월=2,989,120원)=549,430원

사회보험부담금 49,294,660 41,845,530 ▲7,449,130 ▲15.11

o 건강보험
경정(156,980원×6명×12월=11,302,480원)-기정

(347,220원×6명×12월=25,000,000원)=-13,697,520
원
o 국민연금
경정(181,240원×6명×12월=13,049,580원)-기정

(416,660원×6명×12월=30,000,000원)=-16,950,420
원
o 고용보험
경정(48,990원×6명×12월=3,527,740원)-기정(97

,220원×6명×12월=7,000,000원)=-3,472,260원
o 산재보험
경정(76,850원×6명×12월=5,533,300원)-기정

(143,440원×6명×12월=10,327,880원)=-4,794,580
원
o 개발원인력 사회보험
경정(306,660원×1/12월=3,679,890원)-기정(360
,000원×1명×12월=4,320,000원)=-640,110
o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회보험부담금
경정(198,030원×2명×12월=4,752,540원)-기정
(250,000원×2명×12월=6,000,000원)=-1,247,460원

기타후생경비 3,400,000 1,531,132 ▲1,868,868 ▲54.97
o 상해보험
경정(21,040원×30명=631,132원) - 기정(500,000
원×5명=2,500,000원)=-1,868,868원

인건비 소계 477,140,000 474,772,762 ▲2,367,238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4,200,000 4,200,000 0 0.00

회의비 1,000,000 1,000,000 0 0.00

업무추진비 소계 5,200,000 5,200,000 0

운영비
여비 8,120,000 2,120,000 ▲6,000,000 ▲73.89

o 해외연수(근로장애인포함)여비 외
경정(114,830원×6명×12월=1,378,000원)-기정
(102,470원×6명×12월=7,378,000원)=-6,000,000원

수용비 및 수 37,940,000 32,940,000 ▲5,000,000 ▲13.18 o 공구 및 부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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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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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사무비 운영비

수료 경정(83,830원×12월=1,000,000원)-기정(500,000
원×12월=6,000,000원)=-5,000,000원

공공요금 14,230,000 9,230,000 ▲5,000,000 ▲35.14
o 전기요금
경정(564,170원×12월=6,770,000원)-기정(980,830
원×12월=11,770,000원)=-5,000,000원

제세공과금 31,110,000 15,110,000 ▲16,000,000 ▲51.43
o 부가가치세
경정(2,000,000원×2회=4,000,000원)-기정(10,000
,000원×2회=20,000,000원)=-16,000,000원

차량비 31,616,000 14,616,000 ▲17,000,000 ▲53.77

o 차량유류비
경정(1,600원×345리터×12월=6,616,000원)-기정
(1,600원×1230리터×12월=23,616,000원)=-17,000
,000원

운영비 소계 123,016,000 74,016,000 ▲49,000,000

사무비 소계 605,356,000 553,988,762 ▲51,367,238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335,801,980 332,939,276 ▲2,862,704 ▲0.85
o 사무동 증축(240㎡)
경정(304,566,326원×1식=304,566,326원)-기정
(307,429,030원×1식=307,429,030원)=-2,862,704원

자산취득비 9,000,000 5,500,000 ▲3,500,000 ▲38.89
o 사무용 프린터
경정(0원)-기정(3,500,000원×1대=3,500,000원)=-3
,5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800,000 12,800,000 0 0.00

시설비 소계 357,601,980 351,239,276 ▲6,362,704

재산조성비 소계 357,601,980 351,239,276 ▲6,362,704

사업비 운영비 의료비 1,200,000 1,200,000 0 0.00

연료비 4,000,000 4,000,000 0 0.00

운영비 소계 5,200,000 5,200,000 0

사업비
교육재활 사업
비 3,600,000 6,300,000 2,700,000 75.00

o 전화요금 외 1종(개) :경정(137,500원×2종×12
월)=3,300,000원- 기정(150,000원×2종×12월)=
-300,000원
o 교육용 노트북(개) :1,250,000원×1대=1,250,000
원
o 교육용 텔레비전(개) :1,750,000원×1대=1,750

4/5



구분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증감비율
(%)

세출 사업비 사업비
,000원

직업재활 사업
비 12,980,455 12,980,455 0 0.00

생산활동지원
사업비 230,724,000 221,438,600 ▲9,285,400 ▲4.02

o 이용장애인 급여
경정(522,110원×30명×12월=187,958,600원)-기정
(547,900원×30명×12월=197,244,000원)=-9,285
,400원

재료비기타 사
업비 782,996,527 755,996,527 ▲27,000,000 ▲3.45

o 박스원지구입
경정(58,583,330원×12월=693,000,000원)-기정(60
,000,000원×12월=720,000,000원)=-27,000,000원

기능보강사업비
(협의회) 사업
비

2,200,000 2,200,000 0 0.00

사업비 소계 1,032,500,982 998,915,582 ▲33,585,400

사업비 소계 1,037,700,982 1,004,115,582 ▲33,585,4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500,000 500,000 0 0.00

반환금 32,200,000 34,200,000 2,000,000 6.21

o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 반환금:2,000,000원×1
월×1명=2,000,000원
o 기능보강사업 부가세 반환금:32,000,000원×1식
=32,000,000원

예비비 및 기타 소계 32,700,000 34,700,000 2,000,000

예비비 및 기타 소계 32,700,000 34,700,000 2,000,000

세출소계 2,033,358,962 1,944,043,620 ▲89,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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