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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증감비율
(%)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생산품판매 사
업수입 1,055,260,000 1,059,360,000 4,100,000 0.39

ㅇ표고버섯 외 농산물 :35,000원×800박스(2kg)=28
,000,000원
ㅇ임가공수입 :3,000,000원×12월=36,000,000원
ㅇ박스판매 :79,166,660원×12월=950,000,000원
ㅇ커피 외 차 판매 :3,500,000원×12월=42,000,000원
ㅇ일자리지원금 :180,000원×12월=2,160,000원
ㅇ파지수입 :200,000원×6회=1,200,000원

사업수입 소계 1,055,260,000 1,059,360,000 4,100,000

사업수입 소계 1,055,260,000 1,059,360,000 4,100,000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 308,609,980 0 ▲308,609,980 ▲100.00

시군구보조금 474,100,000 513,198,000 39,098,000 8.25

ㅇ인건비 :6,376,390원×6명×12월=459,100,000원
ㅇ관리운영비 :4,104,830원×12월=49,258,000원
ㅇ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10,000원×7명×12월
=840,000원
ㅇ방역장비구입비 :4,000,000원×1식=4,000,000원

기타보조금 46,020,000 44,597,000 ▲1,423,000 ▲3.09
ㅇ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개발원)
*인건비 :3,416,420원×1명×12월=40,997,000원
*관리운영비 :300,000원×12월=3,600,000원

보조금수입 소계 828,729,980 557,795,000 ▲270,934,980

보조금수입 소계 828,729,980 557,795,000 ▲270,934,98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8,200,000 0 ▲8,200,000 ▲100.00

비지정후원금 4,200,000 4,200,000 0 0.00 ㅇ후원금수입 :350,000원×12월=4,200,000원

후원금수입 소계 12,400,000 4,200,000 ▲8,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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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수입 소계 12,400,000 4,200,000 ▲8,200,000

세입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29,500,000 13,000,000 ▲16,500,000 ▲55.93 ㅇ고용장려금 :3,250,000원×4회=13,000,000원

전입금 소계 29,500,000 13,000,000 ▲16,500,000

전입금 소계 29,500,000 13,000,000 ▲16,50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67,288,527 60,000,000 ▲7,288,527 ▲10.83 ㅇ전년도이월금 :60,000,000원×1식=60,000,000원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1,780,455 1,500,000 ▲280,455 ▲15.75 ㅇ전년도이월금(후원금) :1,500,000원×1식=1,500

,000원

이월금 소계 69,068,982 61,500,000 ▲7,568,982

이월금 소계 69,068,982 61,500,000 ▲7,568,982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
입 200,000 300,000 100,000 50.00 ㅇ예금이자 :150,000원×2회=300,000원

기타잡수입 41,200,000 6,000,000 ▲35,200,000 ▲85.44 ㅇ사회복지현장실습비 :150,000원×20명=3,000,000원
ㅇ부가세환급금 :1,500,000원×2회=3,000,000원

잡수입 소계 41,400,000 6,300,000 ▲35,100,000

잡수입 소계 41,400,000 6,300,000 ▲35,100,000

세입소계 2,036,358,962 1,702,155,000 ▲334,203,962

세출 사무비 인건비 급여 316,810,480 289,707,600 ▲27,102,880 ▲8.55

ㅇ시설장(23호봉) :4,694,000원×1명×12월=56,328
,000원
ㅇ선임직업훈련교사(25호봉):4,190,300원×1명×12월
=50,283,600원
ㅇ직업훈련교사(18호봉):3,636,700원×1명×12월=43
,640,400원
ㅇ직업훈련교사(15호봉):3,432,700원×1명×12월=41
,192,400원
ㅇ생산판매기사(4호봉):2,347,400원×1명×12월=28
,168,800원
ㅇ사무원(17호봉):2,980,200원×1명×12월=35,762
,400원
ㅇ개발원인력 :2,861,000원×1명×12월=34,3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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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75,077,980 103,172,760 28,094,780 37.42
ㅇ명절휴가비 :21,281,300원×60%×2회=25,537,560원
ㅇ시간외근무수당 :6,109,600원×12월=73,315,200원
ㅇ가족수당 :360,000원×12월=4,320,000원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32,556,880 32,740,030 183,150 0.56

ㅇ퇴직적립금 :358,548,360원×1/12월=29,879,030원
ㅇ개발원인력 퇴직적립금 :34,332,000원×1/12월=2
,861,000원

사회보험부담금 49,294,660 74,476,610 25,181,950 51.08

ㅇ건강보험 :375,000원×6명×12월=27,000,000원
ㅇ국민연금 :444,440원×6명×12월=32,000,000원
ㅇ고용보험 :77,870원×5명×12월=4,672,000원
ㅇ산재보험 :97,230원×6명×12월=7,000,610원
ㅇ개발원인력사회보험 :317,000원×1명×12월=3,804
,000원

기타후생경비 3,400,000 900,000 ▲2,500,000 ▲73.53
ㅇ상해보험(보) :10,000원×6명=60,000원
ㅇ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보) :10,000원×7명
×12월=840,000원

인건비 소계 477,140,000 500,997,000 23,857,00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4,200,000 4,200,000 0 0.00 ㅇ기관운영비(수) :350,000원×12월=4,200,000원

회의비 1,000,000 1,000,000 0 0.00 ㅇ회의비(수) :250,000원×4회=1,000,000원

업무추진비 소계 5,200,000 5,200,000 0

운영비 여비 8,120,000 7,518,000 ▲602,000 ▲7.41

ㅇ교육여비(보) :16,640원×6명×12월=1,198,000원
ㅇ관외여비(수) :60,000원×6명×12월=4,320,000원
ㅇ해외연수(근로장애인포함)여비(잡) :1,000,000원
×2명=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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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
료 37,940,000 36,100,000 ▲1,840,000 ▲4.85

ㅇ기타수수료(인증관련수수료 외)(보) :500,000원×4
회=2,000,000원
ㅇ정화조관리비(보) :500,000원×2회=1,000,000원
ㅇ정수기관리비(보) :100,000원×2대×12월=2,400
,000원
ㅇ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보) :500,000원×2회=1
,000,000원
ㅇ홈페이지관리비(보) :50,000원×12월=600,000원
ㅇ하이패스통행료(보) :10,000원×250회=2,500,000원
ㅇ운임수수료(보) :10,000원×300회=3,000,000원
ㅇ퇴직금운용수수료(보) :2,500,000원×1회=2,500
,000원
ㅇ홍보 및 광고물 제작(보) :2,000,000원×1회=2,000
,000원
ㅇ사무용품 복사지 외(보) :200,000원×12월=2,400
,000원
ㅇ법인세조정수수료 외(수) :700,000원×1회=700,000
원
ㅇ폐기물처리수수료(수) :2,500,000원×4회=10,000
,000원
ㅇ공구 및 부품구입(수) :500,000원×12월=6,000,000
원

공공요금 14,230,000 11,400,000 ▲2,830,000 ▲19.89

ㅇ전화요금(보 ):100,000원×12월=1,200,000원
ㅇ인터넷요금(보) :100,000원×12월=1,200,000원
ㅇ전기요금(보) :600,000원×12월=7,200,000원
ㅇ상하수도요금(보) :50,000원×12월=600,000원
ㅇ우편요금(수) :100,000원×12월=1,200,000원

제세공과금 31,110,000 30,400,000 ▲710,000 ▲2.28

ㅇ자동차보험료(보) :800,000원×5대=4,000,000원
ㅇ화재 및 배상책임보험(보) :3,000,000원×1회=3
,000,000원
ㅇ직업재활협회비 외(보) :200,000원×12월=2,400
,000원
ㅇ자동차세 외(수) :200,000원×5대=1,000,000원
ㅇ부가가치세(수) :5,000,000원×4회=20,000,000원

차량비 31,616,000 26,600,000 ▲5,016,000 ▲15.87

ㅇ차량유류비(보) :2,000원×375리터×12월=9,000
,000원
ㅇ차량유류비(수) :2,000원×400리터×12월=9,600
,000원
ㅇ차량수리비(수) :200,000원×5대×6회=6,000,000원
ㅇ소모품비(수) :100,000원×5대×4회=2,000,000원

운영비 소계 123,016,000 112,018,000 ▲10,998,000

사무비 소계 605,356,000 618,215,000 12,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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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335,801,980 22,000,000 ▲313,801,980 ▲93.45
ㅇ버섯재배사 설치(수) :20,000,000원×1식=20,000
,000원
ㅇ전기공사(수) :2,000,000원×1식=2,000,000원

자산취득비 9,000,000 7,000,000 ▲2,000,000 ▲22.22 ㅇ사무용 컴퓨터(잡) :1,500,000원×2대=3,000,000원
ㅇ방역장비(보) :4,000,000원×1식=4,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800,000 22,000,000 9,200,000 71.88

ㅇ지게차 배터리 교환(수) :7,000,000원×1회=7,000
,000원
ㅇ로터리 외 수리비(수) :5,000,000원×2회=10,000
,000원
ㅇ시설물 유지보수비(수) :2,500,000원×2회=5,000
,000원

시설비 소계 357,601,980 51,000,000 ▲306,601,980

재산조성비 소계 357,601,980 51,000,000 ▲306,601,980

사업비 운영비 피복비 0 9,000,000 9,000,000 0.00 ㅇ이용장애인 단체복(수) :300,000원×30명1벌×=9
,000,000원

의료비 1,200,000 3,000,000 1,800,000 150.00 ㅇ이용장애인 의약품(수) :50,000원×30명×2회=3
,000,000원

연료비 4,000,000 4,960,000 960,000 24.00 ㅇ난방연료비(수) :1,000원×992리터×5월=4,960,000
원

운영비 소계 5,200,000 16,960,000 11,760,000

사업비
교육재활 사업
비 6,600,000 3,600,000 ▲3,000,000 ▲45.45 ㅇ 전화요금 외 1종(개) :150,000원×2종×12월=3

,600,000원

직업재활 사업
비 12,980,455 12,700,000 ▲280,455 ▲2.16

ㅇ명절선물비(수) :100,000원×30명×2회=6,000,000
원
ㅇ송년의밤 행사(잡) :1,000,000원×1회=1,000,000원
ㅇ간식및훈련재료구입(후) :266,660원×12월=3,200
,000원
ㅇ장애인의날 행사(후) :1,000,000원×1회=1,000,000
원
ㅇ사회적응훈련비(이후) :375,000원×4회=1,500,000
원

생산활동지원
사업비 230,724,000 174,196,000 ▲56,528,000 ▲24.50

ㅇ이용장애인 급여(수) :406,100원×30명×12월=146
,196,000원
ㅇ근로장애인 퇴직금(전) :60,190원×18명×12월=13
,000,000원
ㅇ근로장애인 사회보험(수) :69,440원×18명×12월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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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사업비 사업비 재료비기타 사
업비 782,996,527 764,184,000 ▲18,812,527 ▲2.40

ㅇ박스원지구입(수) :56,832,000원×12월=681,984
,000원
ㅇ부자재구입(수) :4,833,330원×12월=58,000,000원
ㅇ커피재료 원두 외 구입(수) :1,600,000원×12월=19
,200,000원
ㅇ양봉재료구입(수) :500,000원×10통=5,000,000원

기능보강사업비
(협의회) 사업
비

2,200,000 0 ▲2,200,000 ▲100.00

사업비 소계 1,035,500,982 954,680,000 ▲80,820,982

사업비 소계 1,040,700,982 971,640,000 ▲69,060,982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0 60,000,000 60,000,000 0.00 ㅇ박스재료 외 구입(수) :60,000,000원×1식=60,000
,000원

과년도지출 소계 0 60,000,000 60,000,000

과년도지출 소계 0 60,000,000 60,000,000

예비비 및 기
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500,000 1,000,000 500,000 100.00 ㅇ예비비(수) :1,000,000원×1식=1,000,000원

반환금 32,200,000 300,000 ▲31,900,000 ▲99.07 ㅇ보조금이자 반환금(수) :150,000원×2회=300,000원

예비비 및 기타 소계 32,700,000 1,300,000 ▲31,400,000

예비비 및 기타 소계 32,700,000 1,300,000 ▲31,400,000

세출소계 2,036,358,962 1,702,155,000 ▲334,2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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