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내역
공문제출번호: C04292021000038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입

사업수입

항

사업수입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사회재활 수입

5,870,000

7,070,000

1,200,000

의료재활 수입

45,449,600

38,572,880

▲6,876,720

직업재활 수입

7,122,000

6,822,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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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비율
(%)

산출내역

- 장애인식개선 총 500,000원
- 평생교육 총 4,870,000원
씨앗 4,360,000원
시확행 100,000원
난타교실 100,000원
파크골프 70,000원
20.44
나를 사랑하는 시간 240,000원
- 사회심리재활 총 1,200,000원
부모교육 500,000원
요리교실(맛남의광장) 700,000원
- 네트워크 총 500,000원
사회복지 실습비 500,000원
- 언어재활 총 7,244,880원
이용료 7,044,880원
판정평가비 200,000원
- 감각통합 총 8,192,000원
이용료 7,992,000원
판정평가비 200,000원
- 재활운동 총 7,304,000원
이용료 7,104,000원
▲15.13
판정평가비 200,000원
- 인지운동 총 7,748,000원
이용료 7,548,000원
판정평가비 200,000원
- 재활심리 총 8,084,000원
이용료 6,660,000원
그룹치료 1,224,000원
판정평가비 200,000원
- 직업적응훈련 총 6,100,000원
일반 4,500,000원
수급 600,000원
문화탐방참가비 1,000,000원
▲4.21 - 진로계획 총 72,000원
진단평가비 60,000원
상황평가비 12,000원
- 고용지원 총 350,000원
- 네트워크 총 3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입

사업수입

항

목

사업수입

17,400,000

0

지역복지 수입

48,640,000

48,640,000

0

124,481,600

118,504,880

▲5,976,720

124,481,600

118,504,880

▲5,976,720

시도보조금

1,064,485,150

1,104,513,540

40,028,390

기타보조금

369,357,385

420,087,623

50,730,238

1,433,842,535

1,524,601,163

90,758,628

1,433,842,535

1,524,601,163

90,758,628

7,000,000

9,798,000

2,798,000

25,200,000

27,200,000

2,000,000

32,200,000

36,998,000

4,798,000

32,200,000

36,998,000

4,798,000

40,000,000

49,000,000

9,000,000

40,000,000

49,000,000

9,000,000

보조금수입 소계
보조금수입 소계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후원금수입 소계
후원금수입 소계
전입금

전입금

증감비율
(%)

증감액

17,400,000

사업수입 소계
보조금수입

추경

총무기획 수입

사업수입 소계

보조금수입

당초

법인전입금

전입금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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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직업재활실습비 300,000원
- 식당운영 총 17,400,000원
직원식비 9,600,000원
0.00
직업적응훈련생 식비 3,600,000원
식권판매(비장애인) 2,400,000원
식권판매(장애인) 1,800,000원
- 지역복지수입 총 48,000,000원
48,000,000원
0.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익
정서지원 총 640,000원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본인부담금 640,000원

- 시비보조금 1,066,913,540원
인건비 976,379,540원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90,534,000
- 목욕탕운영사업 보조금 37,600,000원
-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총 315,214,750원
- 전환교육사업 총 3,030,000원
13.73 - 방학중프로그램 총 2,460,000원
- 웹툰작가 육성 프로젝트 '덕업일치' 총 99,382
,873원
3.76

39.97 7.94 --

지정후원금(사생대회) 총 4,000,000원
지정후원금(생활체육대회) 총 3,000,000원
지정후원금(의료보조기기지원) 총 2,798,000원
비지정후원금 총 26,000,000원
모금함수입 총 1,200,000원

22.50 - 법인전입금 총 49,0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항

목

전입금 소계

세입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54,535,684

54,947,965

412,281

184,729,566

186,129,410

1,399,844

184,729,566

186,129,410

1,399,844

기타예금이자수
입

220,000

469,000

249,000

40,000,000

41,262,000

1,262,000

40,220,000

41,731,000

1,511,000

40,220,000

41,731,000

1,511,000

1,855,473,701

1,956,964,453

101,490,752

급여

695,197,200

720,966,550

25,769,350

제수당

131,536,180

144,003,060

12,466,880

잡수입 소계
세입소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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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비율
(%)

산출내역

9,000,000

987,563

잡수입 소계

사무비

49,000,000

131,181,445

기타잡수입

세출

40,000,000

증감액

130,193,882

이월금 소계
잡수입

추경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소계

잡수입

당초

- 전년도이월금(보조금) 총 21,032,324원
2020년 목욕탕 사업비 잔액 및 이자 21,001,519
0.76 원2020년 운영비 이자 외 22,107원
2020년 인건비 이자 외 8,698원
- 전년도이월금(수익사업) 총 110,149,121원
- 전년도이월금(비지정후원금) 총 34,439,894원
- 전년도이월금(밑반찬지원사업 목적 지정후원금)
10,500,000원
0.76 총
- 전년도이월금(우리들의바케스 목적 지정후원금)
총 10,003,780원
- 전년도이월금(지정후원금) 총 4,291원

- 예금이자(보조금) 총 269,000원
총 100,000원
113.18 -- 예금이자(수익)
예금이자(지정후원금) 총 50,000원
- 예금이자(비지정후원금) 총 50,000원
- 기타잡수입 총 41,262,000원
(자부담) 일자리안정자금 40,000,000원
3.16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4,728원
20년도 인건비 교부불인정액 442,290원
(보조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814,982원

- 기본급 총 720,966,550원
(보조금) 716,763,280원
(자부담) 4,203,270원
- 직책수당 총 19,800,000원
관장650,000*12월*1명=7,800,000
국장350,000*12월*1명=4,200,000
9.48
부장150,000*12월*1명=1,800,000
팀장100,000*12월*5명=6,000,000
- 직급수당 총 15,000,000원
3.71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출

사무비

항

목

당초

추경

증감비율
(%)

증감액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67,770,990

72,660,830

4,889,840

사회보험부담금

82,154,960

91,197,370

9,042,410

4,638,000

4,638,000

0

981,297,330

1,033,465,810

52,168,480

1,800,000

1,800,000

0

기타후생경비

인건비 소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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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관장650,000*12월*1명=7,800,000
국장450,000*12월*1명=5,400,000
부장150,000*12월*1명=1,800,000
- 효도휴가비 총 73,700,820원
(보조금) 71,579,200원
(자부담) 1,941,620원
- 가족수당 총 11,760,000원
(보조금) 11,613,320원
(수익사업) 146,680원
- 연차보상수당 총 935,740원
(자부담) 조리사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분 935
,740원
- 시간외수당 총 9,846,500원
(보조금) 7,846,500원
(자부담) 2,000,000원
- 보전수당 총 12,960,000원
(보조금) 10,834,980원
(자부담) 2,125,020원
- 보전수당 총 12,960,000원
(보조금) 10,834,980원
(수익사업) 2,125,020원
- 퇴직적립금 총 72,660,830원
69,113,840원
7.22 (보조금)
(수익사업) 3,469,010원
(조리사퇴직적립분) 77,980원
- 국민연금 총 39,109,480원
(보조금) 37,184,630원
(수익사업) 1,924,850원
- 건강보험 총 36,365,510원
(보조금) 34,218,910원
2,146,600원
11.01 - (수익사업)
고용보험 총 9,623,590원
(보조금) 9,174,450원
(수익사업) 449,140원
- 산재보험 총 6,098,790원
(보조금) 5,870,430원
(수익사업) 228,360원
- 기타후생경비 총 4,638,000원
경조사비 500,000원
0.00
직원명절선물비 1,500,000원
직원근무평정포상 638,000원
복지포인트 2,000,000원

0.00 - 기관운영비 총 1,8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출

사무비

항
업무추진비

목
직책보조비

추경

증감비율
(%)

증감액

산출내역

6,000,000

6,000,000

0

0.00 - 직책보조비 총 6,000,000원

760,000

760,000

0

0.00

8,560,000

8,560,000

0

3,320,000

3,320,000

0

수용비 및 수수
료

40,000,000

48,124,600

8,124,600

공공요금

19,000,000

19,000,000

0

회의비

업무추진비 소계
운영비

당초

여비

제세공과금

10,451,000

10,451,000

0

차량비

18,000,000

25,000,000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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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총 760,000원
회의비 560,000원
선물구입비 200,000원

- 여비 총 3,320,000원
교통비 1,000,000원
일비 2,000,000원
식비 320,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 총 48,124,600원
에스원 관리비 2,442,000원
승강기점검 2,640,000원
전기 정기점검 1,440,000원
소방안전관리비 1,800,000원
공기청정기 관리비 2,880,000원
화장실 공기정화기 관리비 960,000원
사용료 2,640,000원
20.31 복사기
정수기 사용료 1,856,400원
유선비 52,800원
기타유지보수 및 비품교체 1,200,000원
시설환경개선비 3,600,000원
방역관리비 3,600,000원
마중물 단말기 사용료 180,000원
사무용품구입 2,000,000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20,833,400원
0.00

0.00 - 공공요금 총 19,000,000원
- 제세공과금 총 10,451,000원
차량보험 4,800,000원
단체상해보험 286,000원
여행자보험 260,000원
시설종합안전 배상공제보험 75,000원
0.00
승강기배상책임보험 40,000원
장애인복지관 협회비(부산) 2,400,000원
장애인복지관 협회비 1,980,000원
신원보증보험 160,000원
소방안전협회의 50,000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외 400,000원
- 차량비 총 25,000,000원
38.89
차량유류비 14,4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출

사무비

항

목

증감비율
(%)

증감액

운영비
연료비

1,000,000

1,000,000

0

기타운영비

2,000,000

3,000,000

1,000,000

93,771,000

109,895,600

16,124,600

1,083,628,330

1,151,921,410

68,293,080

시설비

4,000,000

16,000,000

12,000,000

자산취득비

5,000,000

25,200,580

20,200,580

시설장비 유지
비

5,000,000

29,620,000

24,620,000

14,000,000

70,820,580

56,820,580

14,000,000

70,820,580

56,820,580

사무비 소계
시설비

시설비 소계
재산조성비 소계

사업비

추경

사업비

산출내역
차량정비비 3,600,000원
어린이 통합차량 설치비 7,000,000원

운영비 소계

재산조성비

당초

의료재활 사업
비

5,900,000

22,5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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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510

0.00 - 연료비 총 1,000,000원
총 3,000,000원
50.00 - 기타운영비
교육참가비 3,000,000원

- 시설비 총 16,000,000원
정화조 폐쇄공사 6,000,000원
노후 시설개보수비 10,000,000원
- 자산취득비 총 25,200,580원
의자 및 컴퓨터 구입 외 6,230,580원
에어컨 구입비 3,000,000원
404.01
집단급식소관련 장비구입 4,000,000원
4층 휴게실 공간 마련 물품구입 1,000,000원
직업적응훈련생 의자 구입 880,000원
노후자산교체 관련 등 10,09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 총 29,620,000원
진우정보시스템 990,000원
간판수리비 4,620,000원
식당청소 979,000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404,500원
옥상태양열 배관보수공사 650,000원
492.40
수도시설 보수공사 330,000원
통신설비장비구축 10,000,000원
야외가로등 선로 개보수 2,000,000원
현관방범셔터 고장 수리 2,000,000원
태양렬 설비 보수 공사비 2,000,000원
기타 유지비 5,646,500원
300.00

- 언어치료 총 70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700,000원
- 감각통합 총 700,000원
281.52
교재교구구입비 700,000원
- 감각통합 총 70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7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직업재활 사업
비

266,197,950

322,688,257

56,490,307

사회재활 사업
비

161,237,470

105,868,100

▲55,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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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비율
(%)

산출내역

- 인지운동 총 50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500,000원
- 재활심리 총 700,000원
교구구입 700,000원
- 재활운동 총 8,95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700,000원
자가운동실 노후기구 교체 8,250,000원
-자문 총 400,000원
자문비 300,000원
예비비 50,000원
보담 기관방문선물비 50,000원
- 키트대여사업 총 10,359,510원
- 전환교육사업 총 3,031,257원
작업체험 3,031,257원
-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총 299,472,000원
인건비 267,302,880원
운영비 32,169,120원
- 고용지원 총 1,830,000원
송년모임 1,530,000원
사업체 관리 300,000원
- 네트워크 총 500,000원
자문위원활동 200,000원
직업재활 실습 300,000원
- 직업적응훈련 총 14,495,000원
인권교육 강사비 7,500,000원
요리활동 190,000원
630,000원
21.22 생일파티
대인관계 120,000원
직무훈련 200,000원
여가활동비 200,000원
2박3일 문화여가활동 1,365,000원
동아리활동 240,000원
부모간담회 210,000원
코로나키트 200,000원
기관방문 60,000원
- 진로계획 총 470,000원
직업준비검사 90,000원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380,000원
- 권익옹호 총 2,890,000원
자기주장훈련 강사비 1,950,000원
대회참가 준비비 100,000원
교육 강사비 및 다과비 840,000원
- 평생교육 총 22,490,000원
몸튼튼마음튼튼 600,000원
▲34.34
씨앗 11,400,000원
시확행 4,00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출

사업비

항

목

당초

추경

증감액

사업비

총무기획 사업
비

47,328,000

90,5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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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5,056

증감비율
(%)

산출내역

난타교실 450,000원
슬기로운 과학생활 150,000원
We Play 파크골프교실 800,000원
We Play 생활체육대회 3,050,000원
나를 사랑하는 시간 2,040,000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총 820,000원
자원봉사활동 간담회 320,000원
자원봉사자 감사선물 발송 500,000원
- 방학중프로그램 2,460,000원
- 장애인식개선 총 9,120,000원
동아리활동'우주선' 900,000원
인식개선 서포터즈단 390,000원
장애인식개선교육 180,000원
장애인식개선캠페인 1,080,000원
사생대회 6,570,000원
- 사회심리재활 총3,150,000원
맛남의 광장 2,200,000원
부모교육 400,000원
부모역량강화교육 550,000원
- 사회심리재활(웹툰) 총 67,308,100원
지원금 66,448,100원
자부담 800,000원
- 네트워크 총 520,000원
자문비 200,000원
실습비 320,000원
- 직원연수 총 6,440,0000원
상반기 2,300,000원
하반기 3,000,000원
관리자연수 1,140,000원
- 단합행사 총 1,380,000원
- 관내교육 총 3,030,000원
강사비 2,800,000원
간식비 230,000원
- 사업계획 및 평가 총 100,000원
- 고객편의증진 총 41,543,056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508,000원
91.35
새해맞이 행복나눔 물품구입 3,138,800원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복지사업 35,000,000원
고객편의증진 관련 사업진행비 2,896,256원
- 시설대관 및 재활보조기구대여 총 440,000원
재활보조기구대여 관리비 200,000원
시설견학사업 예비비 240,000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총 11,230,000원
15주년기념행사 3,000,000원
기발한탐방 5,380,000원
온택트 프로그램실 구축 2,850,000원

과목

예산액

구분
관

세출

사업비

항

목

사업비

증감비율
(%)

증감액

44,824,000

57,729,150

12,905,150

목욕탕운영 사
업비

42,100,000

37,600,000

▲4,500,000

567,587,420

636,958,073

69,370,653

567,587,420

636,958,073

69,370,653

잡지출

0

0

0

잡지출 소계

0

0

0

사업비 소계
잡지출

추경

지역복지 사업
비

사업비 소계

잡지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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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 급식사업비 총 26,400,000원
부식비 26,400,000
- 긴급후원금 지원 총 13,798,000원
긴급후원금 지원 500,000원
코로나19 결식우려 밑반찬 지원 10,500,000원
장애인의료보조기기 구입 2,798,000원
- 정서지원 총 19,512,350원
여름애(愛) 김치나눔 2,100,000원
생일외식지원 2,100,000원
명절선물 지원 精나눔 706,920원
명절행복빗기 875,870원
명절선물지원 러브박스 2,000,000원
재가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2,000,000원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 200,000원
혹한기 난방비 지원 4,529,560원
기타 예비비 5,000,000원
28.79 - 사례관리 총 450,000원
민관통합사례회의 200,000원
사례관리 자문 및 평가비 150,000원
활동비 100,000원
- 기장희망울타리 우리들의 바케스 총 12,480,000
원
자가운동법 교육 800,000원
댄스프로그램 2,700,000원
가족지원프로그램 7,480,000원
문화체험프로그램 1,500,000원
봄축제 1,660,000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총 9,328,800원
후원자개발사업 500,000원
후원자관리사업 2,370,000원
홍보사업 6,958,800원
- 목욕탕사업 총 37,600,000원
시설사용료 18,600,000원
▲10.69
차량 유류비 700,000원
소모품구입비 1,800,000원
목욕도우미 관리비 16,500,000원

0.00

과목

예산액

구분
관

항

목

잡지출 소계
세출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추경

증감비율
(%)

증감액

0

0

0

예비비

169,214,204

20,000,000

▲149,214,204

반환금

21,043,747

77,264,390

56,220,643

190,257,951

97,264,390

▲92,993,561

190,257,951

97,264,390

▲92,993,561

1,855,473,701

1,956,964,453

101,490,752

예비비 및 기타 소계
예비비 및 기타 소계
세출소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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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총 4,148,585원
▲88.18 -- 예비비(후원금)
예비비(수익사업) 총 15,851,415원
- 반환금 총 77,264,390원
2020년 운영비 이자 외 29,938원
2020년 인건비 이자 438원
2020년 목욕탕 사업비 잔액 및 이자 21,001,519
원
2020년 목욕탕 사업비 4,149,400원
2020년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비 및 이자 15
267.16 ,866,668원
2020년 웹툰-덕업일치 사업비 및 이자 33,852
,492원
2020년도 인건비 교부불인정액 442,290원
2021년도 운영비 외 59,938원
2021년도 인건비 10,000원
2021년도 웹툰 30원
2021년도 요양보호사일자리 6,215원
2020년도 지도점검 반환금 1,875,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