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
사업수입 사업수입 82,872 73,095 88.2 사무비 인건비 975,914 882,511 90.43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1,374,484 1,347,313 98.02 사무비 업무

추진비 5,610 4,457 79.45
후원금
수입 후원금수입 107,501 77,955 72.52 사무비 운영비 141,420 79,131 55.95

전입금 전입금 50,000 23,986 47.97 재산
조성비 시설비 23,196 15,267 65.82

이월금 이월금 87,019 87,019 100 사업비 사업비 592,739 493,158 83.2
잡수입 잡수입 52,840 49,326 93.35 잡지출 잡지출 1,00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14,837 2,605 17.56

세 입 합 계 1,754,716 1,658,694 94.53 세 출 합 계 1,754,716 1,477,129 84.18

1. 개회 및 인사말씀

2. 전차회의록 보고 
- 직원 관련 보고 (장기근속, 복직, 퇴사, 정규직 전환 승진 등 ) 
- 부서별 사업 진행 보고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 예산사용 (1~8월), 추경예산 보고 
- 기타 보고 사항

3. 2022년 사업 보고 

● 복지관
- 풀꽃향기, 후원, 자원봉사, 이웃기웃, 행복한가족레시피 행가레, 사례관리, 동네안녕, 지역밀착형사회복지관사업, 네트워크, 

동네사람들, 문집사업, 사회적고립가구 똑똑, 친구야놀자 사업 보고 등

● 햇볕교실
- 직원전문성강화, 일상&가족지원, 여가지원, 심리지원, 네트워크 보고 등

4. 예산집행실적 보고 
- 2022년 1월 1일 ~ 12월 10일 복지관 및 햇볕교실 예산집행실적

[2022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실적 보고]
                                                                                                                           

2022. 1. 1 ~ 2022. 12. 10 (단위 : 천원)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2022년 제 4차 운영위원회 공유 자료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사업수입 사업수입 28,080 25,870 92.1
사무비

인건비 193,829 170,657 88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04,609 198,200 96.9 업무추진비 900 91 10.1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5,060 3,483 68.8 운영비 23,164 13,338 57.6
전입금 전입금 3,000 1,000 33.3 재산조성비 시설비 5,300 4,115 77.6
이월금 이월금 14,429 14,429 100 사업비 사업비 39,140 27,051 69.1
잡수입 잡수입 10,580 10,455 98.8 잡지출 잡지출 300 - -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3,125 - -

세입 합계 265,758 253,437 95.4 세출 합계 265,758 215,250 81

구분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중
재무회계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에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시설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 
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76,430,000 
보조금 수입 시도보조금이월금 560,980 

전입금 법인전입금이월금(방화11) 14,800,000 
사업수입 실비사업이월금-실비 19,400,000 

후원금 수입
결연후원금이월금 500,000 
지정후원 이월금 1,452,000 
희망온돌이월금 5,101,816 

비지정후원 이월금 15,000,000 
잡수입 기타잡수입이월금 15,055,204 

경로식당잡수입 이월금 4,300,000 
예금이자 잡수입 이월금 260,000 

구분 2023년
항 목 19,350,000

이월금
이용료 이월금 10,950,000
후원금 이월금 2,000,000
전입금이월금 200,000
잡수입 이월금 6,200,000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예산집행실적 보고]
                                                                                                                           

2022. 1. 1 ~ 2022. 12. 10 (단위 : 천원)   

5. 이월금보고 
- 2023년 복지관 및 햇볕교실 이월금 보고

[2023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이월금 보고]
(단위 : 원)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이월금 보고 ]
(단위 : 원)



번호 사업내용 번호 사업내용 번호 사업내용
1 운영위원회 13 사회적고립가구 똑똑 25 자원봉사 관련 사업
2 직원전문성강화사업 14 사례관리 26 홍보출판사업
3 사회교육실비사업(피아노, 꿈꾸는미술) 15 지역밀착형 동중심운영사업 27 공간개방사업
4 이웃기웃사업 16 꿈자람책 놀이터 28 실습지도
5 동네, 안녕! 사업 17 일자리창출사업(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29 개관기념행사
6 동네사람들 사업 18 일자리창출사업(50+공공복지서포터즈) 30 네트워크사업
7 방화동 배움놀이터 19 일자리창출사업(50+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단) 31 1104동 문집사업
8 환경과 놀자new 20 일자리창출사업(어르신 식사지원단) 32 공항동 골목 문집사업
9 정겨운 동네 만들기 ‘동네이음’사업new 21 희망온돌 33 여성건강-비상용

10 더불어사는 동네 만들기 ‘동네방네’사업new 22 무료급식사업 34 새해인사
11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new 23 도시농업공동체 풀꽃향기
12 사이좋은 동네만들기 ‘동네로’사업new 24 후원금·품사업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증감 구 분

예산액
증감2022년

추경예산(A)
2023년 

본예산(B)
2022년

추경예산(A)
2023년 

본예산(B)
총 계 1,754,716,000 1,913,704,000 158,988,000 총 계 1,754,716,000 1,913,704,000 158,988,000

사 업 수 입 82,872,000 89,616,000 6,744,000 사 무 비 1,122,942,962 1,167,098,170 44,155,208
보조금 수입 1,374,483,860 1,553,742,200 179,258,340 재산

조성비 23,196,000 138,590,000 115,394,000
후원금 수입 107,501,337 99,502,000 -7,999,337 실비

사업경비 65,467,700 67,727,380 2,259,680
전 입 금 50,000,000 50,000,000 0 무료복지

사업경비 527,272,170 522,804,314 -4,467,856
이 월 금 87,018,607 76,430,000 -10,588,607 과년도

지출 0 0 0
잡 수 입 52,840,196 44,413,800 -8,426,396 상환금 0 0 0

잡지출 1,000,000 1,000,000 0
예비비 및 기타 14,837,168 16,484,136 1,646,968

6. 2023년 사업 및 예산 심의 

● 복지관

[2023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사업]

[2023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단위 :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직원전문성강화 성장계획/평가, 직원연수, 직원교육, 개인역량강화,  관리자학습, 슈퍼비전, 워크숍

일상지원 송영, 중식, 간식, 건강(인바디, 독감), 교육(소방,안전,인권)
가족지원 부모상담, 부모회의, 생일파티, 힐링데이new햇볕스토리
여가지원 영화보기좋은날, 요리조리, 선택활동, 맛집의발견,  

우리동네한바퀴, 특별활동, 월간계획서, 여행
심리지원 춤동작테라피, 음악치료, 체육활동, 강사간담회

홍보 소식지, 연간사업보고서
자원관리 후원품관리, 후원자/처 관리, 자원봉사홍보, 

자원봉사자모집&교육, 자원봉사자활동, 자원봉사자관리
네트워크 강강술래

세입 세출 
관항목 2022년

추경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감 관항목 2022년
추경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감

총계 265,758,350 267,773,780 2,015,430 총계 265,758,350 267,773,780 2,015,430
사업수입 28,080,000 32,160,000 4,080,000 사무비 217,893,240 222,851,780 4,958,540

보조금수입 204,609,240 210,113,780 5,504,540 재산조성비 5,300,000 2,500,000 -2,800,000
전입금 3,000,000 3,000,000 - 사업비 39,140,000 40,480,000 1,340,000

후원금수입 5,060,000 3,000,000 -2,060,000 잡지출　 300,000 150,000 -150,000
이월금 14,428,960 19,350,000 4,921,040 예비비 및 기타 3,125,110 1,792,000 -1,333,110
잡수입 10,580,150 150,000 -10,430,150

● 햇볕교실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사업]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예산]
(단위 : 원)

7. 2023년 각 부서별 개획 나눔
8.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