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추경 증감액 증감비율

1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142,600,000 151,664,400 9,064,400 6.36

(수익사업) 애호박포장재 끈 끼우기 708,370원*12개월=8,5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누룽지 판매금10,110,000원

(수익사업-푸드트럭) 커피 및 음료 판매금 6,000,000원

수익사업(드립백)

드립백 판매 150,000원*12개월=1,80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제과제빵 판매 2,937,940원*12개월=35,254,400원

2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328,042,650 328,042,650 0 0

*(보조금)

인건비 270,091,650원

관리운영비 31,261,000원

(보조금)

손소독제 96,000원

마스크 84,000원

(보조금-기능보강비) 차량구입 26,510,000원

3 시도보조금 5,400,000 5,400,000 0 0 (보조금-종사자 특별수당) 90,000원*5명*12개월=5,400,000원

4 기타보조금 3,500,000 3,500,000 0 0
(기타보조금)

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급 3,500,000원

5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26,766,300 26,766,300 0 0

(후원금) 지정후원금 19,766,300원

(외부지원-국민연금) 2,000,000원

(전남모금회-서남해수산업협동조합)5,000,000원

6 비지정후원금 7,638,024 7,638,024 0 0 (후원금)비지정 후원금 7,638,024원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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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입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0,157,240 40,157,240 0 0

전년도 이월금(수익사업) 6,648,942원

전년도 이월금(수익사업-누룽지) 32,594,797원

전년도 이월금(수익사업-푸드트럭) 898,501원

전년도이월금(기타잡수입) 15,000원

8
전년도이월금(후원

금)
21,079,577 21,079,577 0 0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2,077,766원

전년도 이월금 (외부지원사업-전남모금회 광주은행)9,000,000원

전년도 이월금(지정후원금-전남모금회 대신기공) 10,000,000원

(전남공동모금회-서남해수산협동조합) 전년도 이월금 1,811원

9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35,054 35,054 0 0

(보조금) 상반기 이자 13,837원

(기타보조금) 상반기 이자 1,450원

(수익사업) 상반기 이자 2,342원

수익사업(누룽지) 상반기 이자 14,008원

수익사업(푸드트럭) 상반기 이자 358원

(기타잡수입-급식) 상반기 이자 127원

잡수입(커피자판기) 상반기 이자 48원

수익사업(드립백) 상반기 이자 176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상반기 이자 429원

(후원금) 상반기 이자 854원

(전남공동모금회-국민연금) 상반기이자 1,416원

(전남공동모금회-서남해수산협동조합) 상반기 이자 9원

10 기타잡수입 2,046,100 2,046,100 0 0

수익사업(누룽지) 기타잡수입: 부가가치환급 6,100원

(기타 잡수입)

급식비 15,000원*7명(종사자 5명 외 사회복무요원 2명)*12개월

=1,260,000원

(잡수입)커피자판기

65,000원*12개월=780,000원

11 합계 577,264,945 586,329,345 9,064,40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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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출 사무비 인건비 급여 242,102,590 242,102,590 0 0

*(보조금)  종사자 급여=183,487,000원

시설장(16호봉) 4,249,500원*4개월=16,998,000원

시설장(17호봉) 4,325,500원*8개월=34,604,000원

직업훈련교(15호봉) 3,432,700원*6개월=20,596,200원

직업훈련교사(16호봉) 3,503,500원*6개월=21,021,000원

직업훈련교사(6호봉) 2,555,900원*7개월=17,891,300원

직업훈련교사(7호봉) 2,666,700원*5개월=13,333,500원

생산판매기사(7호봉) 2,666,7000원*2개월=5,333,400원

생산판매기사(8호봉) 2,778,600원*7개월=19,450,200원

생산판매기사(9호봉) 2,893,500원*3개월=8,680,500원

사무원(5호봉) 2,085,000원*3개월=6,255,000원

사무원(6호봉) 2,147,100원*9개월=19,323,900원

*(사업수입-누룽지) 근로자 급여: 430,000원*11명*12개월=56,760,000

원

(사업수입-푸드트럭)푸드트럭 근로인 급여 8,590원*2시간*20일*1명

*5.4개월=1,855,590원

13 제수당 54,146,400 58,646,400 4,500,000 8.31

*(보조금)제수당합계=45,836,400원

종사자 5명 명절휴가비: 급여*60%*2회=18,315,660원

종사자 5명 시간외근무수당2,133,395원*12개월=25,600,740원

가족수당 (2명*60,000원*12개월)+(1명*40,000원*12개월)=1,920,000원

*(보조금) 시설장 외 종사자 4명 90,000원*5명*12개월 = 5,4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근로자 명절상여금 외: 130,000원*11명*2회

=2,86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 근로자 명절상여금: 50,000원*1명=5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장애인근로자 시간외수당 4,500,000원=4명*4시간

*30일*9,375원

14 일용잡급 600,000 3,692,400 3,092,400 515.4

수익사업(제과제빵) 공단 셧다운기간 납품 시간제아르바이트 급여 최

저시급 8,590원*2명*6시간*30일=3,092,400원

*(후원금) 일용잡급 600,000원

15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24,498,040 24,498,040 0 0

*(보조금)

 종사자 퇴직적립금:1,699,250원*12개월=20,390,900원

(사업수입-누룽지)근로자 퇴직적립금 4,00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근로자 퇴직적립금 107,140원

16 사회보험부담금 22,406,220 22,436,220 30,000 0.13

*(보조금) 종사자 사회보험(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부담금

1,698,110원*12개월=20,377,350원

*(수익사업-누룽지)근로자 4대보험부담금 1,98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근로자 4대보험부담금 48,87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산재 기관부담금 15,000원*2개월

17 기타후생경비 0 210,000 210,000 0
(수익사업) 이용인 명절 선물 지급 10명*10,000원

*(수익사업-누룽지) 근로자 명설 선물 지급 11명*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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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출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400,000 400,000 0 0

(사업수입-누룽지) 생산품 홍보에 따른 타기관 방문 외25,000원*12회=

300,000원

*(후원금)후원자 발굴을 위한 기관 운영비 50,000원*2회=100,000원

19 직책보조비 2,400,000 2,400,000 0 0
*(보조금)

시설장 직책보조비 200,000원*12월=2,400,000원

20 회의비 400,000 400,000 0 0
*(보조금)

 운영위원 회의비(다과 및 식사비): 100,000원*4분기=400,000원

21 운영비 여비 4,200,000 4,200,000 0 0

*(보조금)

여비 및 교육비 208,333원×12개월=2,5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사업 진행 관련 출장비 100,000원*4회=400,000원

*(후원금) 종사자 여비 및 교육비 500,000원

(수익사업) 교육비 5명*100,000원=500,000원

(수익사업-푸드트럭) 커피 및 음료 제조 교육비 300,000원

22 수용비 및 수수료 37,292,603 37,292,603 0 0

*(보조금)

사무용품, 복사용지, 음식물 스티커, 기관 홍보지 제작 외

197,400원*12개월=2,368,800원

(보조금)

손소독제 96,000원

마스크 84,000원

"(보조금) 기능보강

-기관에 필요한 차량(스타렉스) 구입수수료 7,660원

(사업수입)

임가공 관련 기타 부자재,소모품 구입비 1,561,284원

(사업수입-누룽지)

누룽지 발송 택배비 150,000원*12개월=1,800,000원

스티커 제작 외 200,000원*6회=1,200,000원

누룽지박스(칩박스) 제작 5,000,000원*2회=10,000,000원

기타 작업 소모품 구입(주걱 외)237,908원*12개월=2,854,905원

제과제빵 관련 물품 4,00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

푸드트럭 홍보물품 제작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135,438원*12개월

=1,625,259원

수익사업(드립백)

드립백에 필요한 포장지, 스티커 등 구입 1,000,176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제과제빵에 필요한 물품 구입 6,000,429원

(후원금)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300,071원*12개월=3,600,854원

*(지정후원금-외부지원사업 전남모금회 대신기공)

기타 물품 1,090,000원

(전남공동모금회-국민연금) 수용비 및 수수료 1416원

(전남공동모금회-서남해수산협동조합)

-수용비및수수료 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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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출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9,702,000 9,702,000 0 0

*(보조금)

공공요금:760,000원×12개월= 9,120,000원

전화비,전기료,우편요금,상하수도요금,가스요금

(수익사업) 공공요금 50,000원

*(수익사업-누룽지)공공요금 30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

무선인터넷 요금 11,000원*12개월=132,000원

*(후원금) 공공요금 100,000원

24 제세공과금 7,942,200 7,942,200 0 0

*(보조금)

상해보험료 10,000원*5명=50,000원

보증보험료 20,000원*3명=60,000원

자동차세(3대) 150,000원

승강기보험료 34,200원

소방안전협회비 48,000원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회비 120,000원

협회가입비 80,000원*12개월=960,000원

전남협회비 70,000원*12개월= 840,000원

차량보험료3,080,000원

용도변경비(제과제빵) 550,000원

(모닝)900,000원+(스타렉스)1,400,000원+(라보) 780,000원

(수익사업) 제세공과금 5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자동차보험 800,000원

생산품 배상책임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확정분 200,000원

*(후원금) 종사자 상해 및 보증보험료, 자동차 보험 등 1,000,000원

25 차량비 4,560,000 4,560,000 0 0

*(보조금)

차랑주유 및 수리비 250,000원*12개월= 3,0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유류대 및 수리비 50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 라보차량 휘발유 및 lpg 충전30,000원*12개월

=36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유류대 및 수리비 500,000원

*(후원금) 유류대 및 수리비 200,000원

26 기타운영비 4,908,000 6,140,000 1,232,000 25.1

(기타보조금)

종사자 복리후생 및 단합대회(워크숍) 3,500,000원

(수익사업) 사업진행 기타운영비 100,000원

*(수익사업-누룽지) 명절 대비 야간(휴일) 작업 급량비 7,000원*5명*4

회=14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휴일 및 야간근무 식사비 10명 *7,000원*20회

=1,400,000원

(후원금) 지정-종사자 연수 및 복리후생비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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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출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9,716,300 9,716,300 0 0 (후원금) 제빵시설비 9,716,300원

28 자산취득비 63,452,340 63,452,340 0 0

*(보조금)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산구입비1,000,000원

"(보조금) 기능보강

-기관에 필요한 차량(스타렉스) 구입비 26,502,340원

(수익사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3,000,000원

*(수익사업-누룽지) 누룽지 필요 자산취득비 8,000,000원

(수익사업-푸드트럭) 자산취득 50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2,000,000원

(후원금) 누룽지사업에 필요한 기기 구입 2,740,000원

*(외부지원사업-전남모금회 광주은행) 제빵 자산취득비 9,000,000원

*(지정후원금-외부지원사업 전남모금회 대신기공)

자산취득비 8,910,000원

(전남공동모금회-서남해수산협동조합)

-수납장 설치 1,800,000원

29 시설장비유지비 16,880,000 16,880,000 0 0

*(보조금)

소방관리비(안전점검비) 300,000원

승강기관리비 110,000원×12개월=1,320,000원

정수기렌탈료 54,000원(2대)×12개월=648,000원

칼라프린터렌탈료 33,000원×12개×2대=792,000원

승강기정기검사 1회 120,000원×1회=120,000원

방역비 200,000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300,000원

(사업수입) 시설장비유지비 1,0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 작업장 시설비용 7,00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시설장비유지비 1,000,000원

(후원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유지비 1,000,000원

(전남공동모금회-서남해수산협동조합)

-시설 보수 : 형광등 led 교체 3,200,000원

3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3,000,000 3,000,000 0 0
(후원금)

-이용자를 위한 급량비 500,000*6개월=3,000,000원

31 수용기관경비 530,000 530,000 0 0

(수익사업)

이용자를 위한 커피, 차, 종이컵 외 구입비: 40,000원*12회 =480,000

원

(후원금)

이용자를 위한 차, 종이컵 외 구입비 50,000원

32 의료비 100,000 100,000 0 0 *(보조금) 이용자 비상구급약품 구입 50,000원*2회= 100,000원

33 직업재활비 9,325,790 9,325,790 0 0

*(보조금)

직업재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150,000원*4회= 600,000원

(사업수입)훈련인 직업재활비 50,000원*12명*12=7,200,000원

직업재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1,000,000원

(후원금) 직업재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525,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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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34 세출 사업비 운영비 특별급식비 1,820,000 1,820,000 0 0

(보조금)

이용자 주(부)식비 100,000원*2회= 200,000원

(사업수입-누룽지)이용자 간식비 70,000원*6회=420,000원

(후원금)이용자를 위한 간식비 1,200,000원

35 사업비 직업재활 사업비 4,000,000 4,000,000 0 0

(사업수입-누룽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각종 제빵 재료비 2,000,000원

*(후원금)

직업재활사업비500,000원*4회=2,000,000원

36 프로그램 사업비 6,332,100 6,332,100 0 0

*(수익사업-누룽지)

제빵 프로그램비 300,000원*15명=4,500,000원

(전남공동모금회-국민연금)

-프로그램사업비 1,832,100원

37 재료 사업비 42,052,000 42,052,000 0 0

(사업수입-누룽지) 누룽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쌀

외)1,800,000원*12개월=21,600,000원

(사업수입-푸드트럭) 푸드트럭 진행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커피 외)

160,000원*12개월=1,920,000원

수익사업(드립백)

드립백에 생두 구입 800,000원

수익사업(제과제빵) 제과제빵에 필요한 재료 구입 16,732,000원

(후원금) 제빵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1,000,000원

38 홍보 사업비 2,150,000 2,150,000 0 0

*(수익사업-누룽지)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1,000,000원

*(후원금)홍보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소식지 제작1,150,000원

39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165,175 2,165,175 0 0

(수익사업) 법인세세무조정료 110,000원

(2020기타잡수입) 급식에 필요한 쌀 등 구입1,275,127원

잡수입(커피자판기) 커피재료 및 용기 구입 780,048원

4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183,187 183,187 0 0

(보조금) 반환금 13,837원

(기타보조금) 반환금 1,450원

(전남공동모금회-국민연금)

-반환금 167,900원

41 합계 577,264,945 586,329,345 9,064,400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