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단위:교육발전지원

평생교육과

8,033,596 6,935,151 1,098,445

[균        14,000]

[기       382,585]

[도       118,200]

[시     7,518,811]

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5,291,092 3,864,272 1,426,820

교육발전지원 5,291,092 3,864,272 1,426,820

교육환경개선 3,617,972 2,363,140 1,254,832

201 일반운영비 9,900 7,500 2,4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집 홍보책자 제작

    ―고·대입 입시설명회 개최 등 시책추진 홍보 프래카드 제작

    ―교육발전사업 성과분석 설문조사

  ○운영수당

    ―교육발전위원회 참석 수당(분기1회)

    ―유달장학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03  행사운영비

5,000원*800부 =

50,000원*5개소*3회 =

1,000원*2,000부 =

70,000원*11명*2회 =

70,000원*8명*1회 =

7,500

0

1,350

1,050

8,850

6,750

4,000

750

2,000

2,100

1,540

56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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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단위:교육발전지원

  ○2009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천막임차

    ―프래카드

    ―어깨띠

55,000원*10개 =

35,000원*10개 =

3,000원*50개 =

1,050

550

350

150

202 여비 3,072 2,560 512

01  국내여비

  ○목포장학재단 설립추진 관외 여비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관외 여비

256,000원*3명*2회 =

256,000원*3명*2회 =

2,560 5123,072

1,536

1,536

301 일반보상금 26,000 7,580 18,420

10  행사실비보상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 간담회

  ○초.중.고 학교장단 정례 간담회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

  ○유달장학금 전달 간담회

  ○시민생활 관련 시설 현장견학

10,000원*50명*2회 =

2,000,000원*2회 =

5,000원*50명*2회 =

10,000원*50명*1회 =

10,000원*1,000명*2회 =

7,580 18,42026,000

1,000

4,000

500

500

20,000

307 민간이전 40,000 0 40,000

02  민간경상보조

  ○목포장학재단 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 등) 40,000,000원 =

0 40,0004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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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단위:교육발전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3,539,000 2,345,500 1,193,5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초.중.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초.중 방학중 꿈나무 영어캠프 지원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

  ○우수고교생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지원

  ○고교 학력증진 지원

  ○우수 중3학년생 시내 고교진학 유치 지원

  ○중학교 교육 활성화(중등 사서보조배치지원)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11개교)

  ○전문계 고교 평가 인센티브(4개교)

  ○인성교육활성화 지원(중.고 30개교)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중.고배치)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용호, 동초등학교)

  ○고입.대입 입시설명회 개최

  ○영어활용대회 개최

1,530,000,000원 =

100,000원*200명*2회 =

70,000,000원*1회 =

50,000,000원*1회 =

20,000,000원*15개교 =

200,000,000원*1회 =

173,000,000원*1식 =

150,000,000원 =

45,000,000원 =

45,000,000원*1회 =

400,000원*30명*12월 =

112,000,000원 =

300,000,000원*2개소 =

10,000,000원*1회 =

70,000,000원*1회 =

2,345,500 1,193,5003,539,000

1,530,000

40,000

70,000

50,000

300,000

200,000

173,000

150,000

45,000

45,000

144,000

112,000

600,000

10,000

70,000

영어체험마을 운영 1,251,120 901,12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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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단위:교육발전지원

201 일반운영비 1,120 1,120 0

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수당 70,000원*8명*2회 =

1,120 01,120

1,120

1,120

307 민간이전 1,000,000 900,000 100,000

05  민간위탁금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1,000,000,000원*1회 =

900,000 100,0001,000,000

1,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50,000 0 250,0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 조성 250,000,000원*1식 =

0 250,000250,000

250,000

영재교육원 운영 60,000 50,000 1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0,000 50,000 10,0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목포영재교육원 운영 60,000,000원*1회 =

50,000 10,00060,000

60,000

학교 급식비 및 급식시설 지원 362,000 550,012 △188,012

308 자치단체등이전 362,000 550,012 △188,012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급식시설 지원 200,000,000원*1식 =

550,012 △188,012362,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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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단위:교육발전지원

  ○차상위계층 자녀 급식비 지원(초.중.고) 1,800원*500명*180일 = 162,000

평생학습체제 구축 593,218 601,235 △8,017

평생교육 593,218 601,235 △8,017

평생학습 운영 338,788 306,840 31,948

201 일반운영비 77,020 24,360 52,66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ㆍ가이드북 제작

      ㆍ평생학습 성과집 제작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 홍보 리후렛 제작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구입비

    ―성인문해 수강생 학용품 구입비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비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ㆍ1도시 1특성화 홍보비

        ＊리후렛 제작

2,000원*300매*2회 =

5,000원*300부*1종 =

200,000원*12회 =

5,000원*200명*3권 =

5,000원*200명*1회 =

2,000,000원*1회 =

200,000원*12월 =

250,000원*2회 =

14,360 62,66077,020

18,450

2,700

1,200

1,500

2,400

3,000

1,000

2,000

2,400

4,950

9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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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평생교육

        ＊홍보용 육교 현수막 제작

      ㆍ1도시 1특성화 교재비

      ㆍ프로그램 운영, 개강 및 수료 현수막

      ㆍ1도시 1특성화 성과집 제작

  ○운영수당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해피실버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도시 1특성화 강사수당

200,000원*2개소 =

10,000원*40명*7개과목 =

50,000원*5회 =

5,000원*200부 =

70,000원*12명*2회 =

20,000원*8회*12월*11개동 =

35,000원*52주*11개소 =

50,000원*7개과목*45시간 =

400

2,800

250

1,000

58,570

1,680

21,120

20,020

15,750

202 여비 4,608 5,120 △512

01  국내여비

  ○평생학습연수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 자료수집

256,000원*2명*5회 =

256,000원*2명*2회 =

256,000원*2명*2회 =

5,120 △5124,608

2,560

1,024

1,024

301 일반보상금 5,160 5,760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여지원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 간담회

500,000원*4개팀 =

10,000원*30명*2회 =

5,760 △6005,160

2,0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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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평생교육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공연팀 지원금 256,000원*10명 = 2,560

307 민간이전 242,000 271,600 △29,600

02  민간경상보조

  ○서남권아카데미 강좌 운영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활과학교실 지원

  ○소외계층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04  민간행사보조

  ○제3회 목포 평생학습축제 개최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50,000,000원*1회 =

2,000,000원*5개기관 =

10,000,000원*1회 =

100,000원*20개 =

10,000,000원*1회 =

30,000,000원*1회 =

20,000,000원*1회 =

5,000,000원*5개기관 =

70,000,000원*1회 =

15,000,000원*1회 =

196,600

75,000

△39,600

10,000

157,000

50,000

10,000

10,000

2,000

10,000

30,000

20,000

25,000

85,000

70,000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7  행사관련시설비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운영 10,000,000원*1식 =

0 10,00010,000

10,000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54,430 270,895 △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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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평생교육

201 일반운영비 132,570 142,150 △9,58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제작

    ―플래카드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ㆍ강사수당

      ㆍ교통비, 급식비 등

      ㆍ플래카드

  ○임차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차량 임차료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 수리비

450,000원*22개센터 =

400,000원*22개센터*12월 =

8,000원*500부 =

50,000원*1개*2회 =

150,000원*1명*2회 =

200,000원*1명*2회 =

110,000원*1개*2회 =

350,000원*1대*3일 =

500,000원*22개센터 =

121,150

11,000

420

0

121,570

119,600

9,900

105,600

4,000

100

920

920

300

400

220

1,050

1,050

11,000

11,000

11,000

202 여비 2,560 2,5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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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평생교육

01  국내여비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256,000원*2명*2회 =

256,000원*6명*1회 =

2,560 02,560

1,024

1,536

301 일반보상금 85,300 85,300 0

10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자치위원 실비지원

12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유공민간인 표창

50,000원*5일*12월*22개센터 =

5,000원*10명*12월*22개센터 =

250,000원*20명*1회 =

50,000원*22명 =

84,200

1,100

0

0

84,200

79,200

66,000

13,200

5,000

1,100

1,100

303 포상금 2,000 2,000 0

01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동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유공 공무원 표창

500,000원*1개동 =

300,000원*2개동 =

200,000원*3개동 =

50,000원*6명 =

2,000 02,000

1,700

500

600

6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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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평생교육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7  행사관련시설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동 특별전시관 10,000,000원*1식 =

0 10,00010,000

10,000

405 자산취득비 22,000 38,885 △16,88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 1,000,000원*22개센터 =

38,885 △16,88522,000

22,000

청소년 보호 육성

1,713,402 2,215,616 △502,214

[균        14,000]

[기       382,585]

[도       118,200]

[시     1,198,617]

청소년 활동지원

851,860 1,025,914 △174,054

[균        14,000]

[기       332,265]

[도        90,700]

[시       414,895]

청소년 보호 15,596 17,416 △1,820

201 일반운영비 4,364 2,184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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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보호 홍보용 팜플렛 제작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청소년선도 유공자 표창패

  ○운영수당

    ―동청소년지도 위원 회의참석 수당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운영

      ㆍ전화료

      ㆍ전기료

1,000원*2,000부*1회 =

2,000원*200명 =

50,000원*2명 =

70,000원*8명*2회 =

42,000원*12월 =

20,000원*12월 =

1,320

864

2,300

△120

3,620

2,500

2,000

400

100

1,120

1,120

744

744

744

504

240

202 여비 3,072 3,072 0

01  국내여비

  ○청소년유해업소 시군 합동단속 관외 여비 256,000원*2명*6회 =

3,072 03,072

3,072

301 일반보상금 5,160 3,160 2,000

1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담회 30,000원*10명*2회 =

3,160 03,16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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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 참가

12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256,000원*10명*1회 =

50,000원*40건 =

0 2,000

2,560

2,000

2,000

307 민간이전 3,000 9,000 △6,000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1,500,000원*2개단체 =

9,000 △6,0003,000

3,000

청소년 쉼터 운영

264,000 346,000 △82,000

[기       132,000]

[도        66,000]

[시        66,000]

307 민간이전

264,000 346,000 △82,000

[기       132,000]

[도        66,000]

[시        66,000]

02  민간경상보조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132,000,000원*2개소 =

346,000 △82,000264,000

264,000

[기       132,000]

[도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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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시        66,000]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70,000 200,000 △130,000

[기        35,000]

[도        17,500]

[시        17,500]

307 민간이전

70,000 200,000 △130,000

[기        35,000]

[도        17,500]

[시        17,500]

02  민간경상보조

  ○건전 성가치관 체험실 운영 70,000,000원*1개소 =

200,000 △130,00070,000

70,000

[기        35,000]

[도        17,500]

[시        17,500]

어려운 청소년 지원 1,600 1,600 0

301 일반보상금 1,600 1,6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200,000원*8명*1회 =

1,600 0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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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 활동 운영

109,146 78,320 30,826

[기           700]

[시       108,446]

201 일반운영비

22,350 3,780 18,570

[기           700]

[시        21,65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캠페인

      ㆍ프래카드

      ㆍ피켓

      ㆍ어깨띠

  ○운영수당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03  행사운영비

  ○2008 한국걸스카우트 전국대회 목포행사 추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운영비

50,000원*5개*1회 =

30,000원*20개*1회 =

5,000원*100개*1회 =

70,000원*18명*3회 =

70,000원*13명*2회 =

14,000,000원*1식 =

350,000원*4회 =

3,780

0

3,170

15,400

6,950

1,350

1,350

250

600

500

5,600

3,780

1,820

15,400

14,0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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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기           700]

[시           700]

202 여비 1,536 1,280 256

01  국내여비

  ○청소년육성 관련 행사 참석 및 인솔 관외여비 256,000원*2명*3회 =

1,280 2561,536

1,536

301 일반보상금 5,260 4,260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 간담회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간담회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청소년참여위원회 간담회

12  기타보상금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표창

10,000원*13명*2회 =

100,000원*20명 =

70,000원*10명 =

10,000원*30명*6회 =

50,000원*10명*1회 =

3,760

500

1,000

0

4,760

260

2,000

700

1,800

500

500

307 민간이전 80,000 69,000 11,000

02  민간경상보조

  ○6.25 제58주년기념 청소년병영체험캠프 운영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

  ○청소년화합 한마당 토요일에 만나요 운영

50,000원*20명*2회 =

5,000,000원*1회 =

1,500,000원*1개소*4회 =

9,000 6,00015,000

2,000

5,000

6,000

- 15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04  민간행사보조

  ○제6회 목포청소년문화축제

2,000,000원*1회 =

65,000,000원*1회 =

60,000 5,000

2,000

65,000

65,000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07,780 311,380 △3,600

[기       153,890]

[시       153,890]

307 민간이전

307,780 311,380 △3,600

[기       153,890]

[시       153,890]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000원*2개소 =

311,380 △3,600307,780

307,780

[기       153,890]

[시       153,89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3,898 13,498 400

[도         2,200]

[시        11,698]

307 민간이전

13,898 13,498 400

[도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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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307 민간이전 [시        11,698]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374,500원*4회 =

2,200,000원*2회 =

13,498 40013,898

9,498

4,400

[도         2,200]

[시         2,2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490 18,900 1,590

201 일반운영비 4,500 4,500 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년 공부방 시설유지

100,000원*3개소*12월 =

300,000원*3개소 =

3,600

900

0

0

3,600

3,600

3,600

900

900

900

301 일반보상금 14,400 14,400 0

12  기타보상금

  ○시지정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 400,000원*3개소*1명*12월 =

14,400 014,400

14,400

405 자산취득비 1,590 0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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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지정 공부방 에어콘 구입 1,590,000원*1대 =

0 1,5901,590

1,590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활성화

11,350 11,800 △450

[기         5,675]

[시         5,675]

307 민간이전

11,350 11,800 △450

[기         5,675]

[시         5,675]

02  민간경상보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500,000원*4회 =

1,350,000원*1개소 =

11,800 △45011,350

10,000

[기         5,000]

[시         5,000]

1,350

[기           675]

[시           675]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

38,000 27,000 11,000

[균        14,000]

[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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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
[도         5,000]

[시        14,000]

307 민간이전

38,000 27,000 11,000

[균        14,000]

[기         5,000]

[도         5,000]

[시        14,000]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14,000,000원*2개소 =

2,500,000원*1개소*4회 =

27,000 11,00038,000

28,000

[균        14,000]

[시        14,000]

10,000

[기         5,000]

[도         5,000]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726,542 1,059,702 △333,160

[기        10,320]

[시       716,22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확충 205,902 41,702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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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활동지원

201 일반운영비 5,902 5,802 100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수련관 교통유발부담금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3,9월)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년수련시설장비 유지비

1,600,000원*1회*50% =

700,000원*2회 =

2,470원*4,995㎡ *30% =

5,802 1005,902

2,200

800

1,400

3,702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4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운동장 인조잔디 및 화단 조성공사

    ―챌린지 시설설치공사

    ―관류스팀보일러 공사

    ―식당 냉동실 수리

140,000,000원*1식 =

40,000,000원*1식 =

15,700,000원*1식 =

4,300,000원*1식 =

0 200,000200,000

200,000

140,000

40,000

15,700

4,30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확충(보조) 500,000 1,000,00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1,000,000 △500,000

04  시설비

  ○국제 해양청소년 캠프장 조성 토지매입 500,000,000원*1식 =

1,000,000 △500,0005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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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0,640 18,000 2,640

[기        10,320]

[시        10,320]

101 인건비

20,640 18,000 2,640

[기        10,320]

[시        10,32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1,720,000원*1명*12월 =

18,000 2,64020,640

20,640

[기        10,320]

[시        10,32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35,000 130,000 5,000

[기        40,000]

[도        27,500]

[시        67,500]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80,000 80,000 0

[기        40,000]

[시        40,000]

201 일반운영비 16,820 17,776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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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201 일반운영비
[기         8,410]

[시         8,41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운영용품 구입

    ―청소년통합지원사업 홍보용품 구입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운영현황 책자 제작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직무교육비

200,000원*10월 =

2,000원*2,000장 =

200,000원*10월 =

5,000원*600부 =

150,000원*2회 =

17,776 △1,67616,100

11,300

2,000

[기         1,000]

[시         1,000]

4,000

[기         2,000]

[시         2,000]

2,000

[기         1,000]

[시         1,000]

3,000

[기         1,500]

[시         1,500]

300

[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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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운영수당

    ―청소년통합지원사업 교육 강사수당

    ―자문기구회의 운영수당

    ―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강사수당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운영

      ㆍ전화료

      ㆍ우편료

100,000원*3명*4회 =

70,000원*15명*2회 =

100,000원*5명*3회 =

30,000원*12월 =

30,000원*12월 =

0 720

[시           150]

4,800

1,200

[기           600]

[시           600]

2,100

[기         1,050]

[시         1,050]

1,500

[기           750]

[시           750]

720

720

720

360

[기           180]

[시           18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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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기           180]

[시           180]

202 여비

2,048 2,048 0

[기         1,024]

[시         1,024]

01  국내여비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업무수행 여비 256,000원*2명*4회 =

2,048 02,048

2,048

[기         1,024]

[시         1,024]

301 일반보상금

61,132 60,176 956

[기        30,566]

[시        30,566]

1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직무연수 참가 실비보상

  ○자문기구위원 급식비

256,000원*2명*4회 =

5,000원*100명*4회 =

13,640 △3,8329,808

2,048

[기         1,024]

[시         1,024]

2,000

[기         1,000]

- 24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청소년통합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학교밖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

    ―체험활동비

20,000원*10명*5회 =

5,000원*50명*2회 =

20,000원*3일*30명 =

30,000원*2일*30명 =

4,000원*3일*30명 =

5,000원*2회*30명 =

[시         1,000]

1,000

[기           500]

[시           500]

500

[기           250]

[시           250]

4,260

1,800

[기           900]

[시           900]

1,800

[기           900]

[시           900]

360

[기           180]

[시           1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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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2  기타보상금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2명)

    ―기본급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1,137,330원*2명*12월 =

569,900원*2명*4월 =

571,200원*2명*5월 =

569,900원*2명*2월 =

100,000원*2명*12월 =

46,536 4,788

[기           150]

[시           150]

51,324

51,324

27,296

[기        13,648]

[시        13,648]

4,560

[기         2,280]

[시         2,280]

5,712

[기         2,856]

[시         2,856]

2,280

[기         1,140]

[시         1,140]

2,400

[기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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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교통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료

50,000원*2명*12월 =

35,000원*2명*12월 =

1,850,000원*2명*1월 =

84,000원*2명*12월 =

45,000원*2명*12월 =

10,000원*2명*12월 =

[시         1,200]

1,200

[기           600]

[시           600]

840

[기           420]

[시           420]

3,700

[기         1,850]

[시         1,850]

2,016

[기         1,008]

[시         1,008]

1,080

[기           540]

[시           540]

240

[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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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시           120]

청소년 상담

55,000 50,000 5,000

[도        27,500]

[시        27,500]

101 인건비

12,694 0 12,694

[도         6,347]

[시         6,347]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 상담사업 상담보조원(1명)

    ―인부임

    ―주휴수당

    ―간식비

9,012,000원 =

1,804,000원 =

1,040,000원 =

0 12,69412,694

12,694

9,012

[도         4,506]

[시         4,506]

1,804

[도           902]

[시           902]

1,040

[도           520]

[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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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료

480,000원 =

300,000원 =

58,000원 =

480

[도           240]

[시           240]

300

[도           150]

[시           150]

58

[도            29]

[시            29]

201 일반운영비

7,700 13,139 △5,439

[도         3,850]

[시         3,85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상담사업 심리검사지 구입

    ―청소년상담사업 전남지원기관협의회 분담금

1,500원*1,000장 =

3,000,000원*1회 =

13,139 △7,7395,400

4,500

1,500

[도           750]

[시           75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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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임차료

    ―청소년상담사업 프로그램관련 차량임차료

03  행사운영비

  ○청소년상담사업 이동상담실 운영

  ○청소년상담사업 또래상담자 수련회

300,000원*1대*3일 =

1,000,000원 =

1,300,000원 =

0 2,300

[도         1,500]

[시         1,500]

900

900

[도           450]

[시           450]

2,300

1,000

[도           500]

[시           500]

1,300

[도           650]

[시           650]

202 여비

1,536 1,536 0

[도           768]

[시           768]

01  국내여비

  ○청소년상담사업 업무수행 여비 256,000원*2명*3회 =

1,536 01,53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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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도           768]

[시           768]

301 일반보상금

33,070 35,325 △2,255

[도        16,535]

[시        16,535]

1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상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또래상담자 수련회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

20,000원*20명*5회 =

20,000원*3일*30명 =

30,000원*2일*30명 =

4,000원*3일*30명 =

11,063 △4,3036,760

2,000

[도         1,000]

[시         1,000]

4,260

1,800

[도           900]

[시           900]

1,800

[도           900]

[시           900]

360

[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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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체험활동비

  ○청소년상담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12  기타보상금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5,000원*2회*30명 =

5,000원*50명*2회 =

22,670,000원 =

1,900,000원 =

1,020,000원 =

600,000원 =

24,262 2,048

[시           180]

300

[도           150]

[시           150]

500

[도           250]

[시           250]

26,310

22,670

[도        11,335]

[시        11,335]

1,900

[도           950]

[시           950]

1,020

[도           510]

[시           51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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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청소년 보호 육성
단위: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고용보험료 120,000원 =

[도           300]

[시           300]

120

[도            60]

[시            60]

재무활동(평생교육과) 400,000 200,000 200,000

내부거래지출(평생교육과) 400,000 200,000 200,000

유달장학기금 전출금 200,000 200,000 0

702 기금전출금 200,000 200,000 0

01  기금전출금

  ○유달장학기금 200,000,000원*1식 =

200,000 0200,000

200,000

장학재단설립 자본금 200,000 0 200,000

306 출연금 200,000 0 200,000

01  출연금

  ○목포장학재단 설립자본 출연금 200,000,000원*1식 =

0 200,000200,000

200,000

행정운영경비(평생교육과) 35,884 54,028 △18,144

인력운영비(평생교육과) 3,000 33,480 △30,480

인력운영비 3,000 33,480 △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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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행정운영경비(평생교육과)
단위:인력운영비(평생교육과)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평생교육과 250,000원*12월 =

3,000 03,000

3,000

기본경비(평생교육과) 32,884 20,548 12,336

기본경비 32,884 20,548 12,336

201 일반운영비 12,724 11,188 1,536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구입 등)

    ―프린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비(토너구입 등)

    ―신문구독료

    ―급량비

      ㆍ교육지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ㆍ평생교육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ㆍ청소년지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인재육성 장학증서 및 액자구입

100,000원*14명 =

17,000원*10박스*12월 =

350,000원*1대*6회 =

237,000원*2대*4회 =

11,000원*4부*12월 =

5,000원*4명*4일*12월 =

5,000원*6명*4일*12월 =

5,000원*4명*4일*12월 =

6,000원*50명*2회 =

11,188 1,53612,724

12,724

1,400

2,040

2,100

1,896

528

3,360

960

1,440

96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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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평생교육과
정책:행정운영경비(평생교육과)
단위:기본경비(평생교육과)

    ―유달장학금 장학증서 및 액자구입

    ―우수졸업생 표창

    ―모범학생 선발 표창 내·외피 구입

6,000원*50명*1회 =

5,000원*50명*1회 =

5,000원*50명*1회 =

300

250

250

202 여비 20,160 9,360 10,800

01  국내여비

  ○평생교육과 업무추진 관내여비 20,000원*14명*6일*12월 =

9,360 10,80020,160

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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