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5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151,658,356 153,348,365 △1,690,009

500 보조금 151,658,356 153,348,365 △1,690,009

510 국고보조금등 128,851,207 130,484,656 △1,633,449

511 국고보조금등 128,851,207 130,484,656 △1,633,449

511-01 국고보조금 91,360,214 92,306,205 △945,991

[ 일반회계 ] 91,360,214 92,306,205 △945,991

< 주민복지실 > 32,156,992 32,196,751 △39,759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2,945 802,704 △19,759

○ 경로당 양곡비 지원 28,443 28,443 0

○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129,375 129,375 0

○ 농촌재능 나눔사업 0 20,000 △20,000

< 민원봉사과 > 1,453,934 1,451,934 2,000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0 0 2,000

< 지역경제과 > 432,991 441,841 △8,850

○마을기업 육성 22,500 31,350 △8,850

< 환경상하수도과 > 26,409,600 26,569,600 △160,00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210,000 1,370,000 △160,000

< 친환경농산과 > 14,828,859 15,097,729 △268,870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지원 8,591,481 8,723,000 △131,519

○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2,816 5,600 △2,784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745,433 900,000 △154,567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20,000 0 20,000

< 축수산과 > 6,327,420 6,797,932 △470,5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농림) 3,096,250 2,786,762 309,488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 0 180,000 △180,000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0 600,000 △600,000

경정 782,945,000원

경정 28,443,000원

경정 129,375,000원

경정 0원

2,000,000원

경정 22,500,000원

경정 1,210,000,000원

경정 8,591,481,000원

경정 2,816,000원

경정 745,433,000원

20,000,000원

경정 3,096,250,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511-03 기금 5,284,691 5,972,149 △687,458

[ 일반회계 ] 5,284,691 5,972,149 △687,458

< 지역경제과 > 0 700,000 △700,000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0 700,000 △700,000

< 친환경농산과 > 34,942 22,400 12,542

○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12,542 0 12,542

경정 0원

12,542,000원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2,807,149 22,863,709 △56,56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2,807,149 22,863,709 △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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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22,807,149 22,863,709 △56,560

[ 일반회계 ] 22,807,149 22,863,709 △56,560

< 주민복지실 > 6,717,846 6,723,166 △5,3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0,792 216,112 △5,320

○ 경로당 양곡비 지원 42,095 42,095 0

○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191,475 191,475 0

< 지역경제과 > 1,529,967 1,532,622 △2,655

○마을기업 육성 6,750 9,405 △2,655

< 친환경농산과 > 1,837,607 1,876,352 △38,745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8,534 8,354 180

○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211 420 △209

○유기농직불제 지원 17,084 55,800 △38,716

< 축수산과 > 670,955 680,795 △9,840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 60 9,900 △9,840

경정 210,792,000원

경정 42,095,000원

경정 191,475,000원

경정 6,750,000원

경정 8,534,000원

경정 211,000원

경정 17,084,000원

경정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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