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천원)

관 항 목

예산          176,417          176,417

결산          106,124          106,124

증감  △70,293  △70,293

예산            15,737            15,737

결산             8,793             8,793

증감  △6,944  △6,944

예산            14,701            14,701

결산            12,392            12,392

증감  △2,309  △2,309

예산            20,132            20,132

결산             8,303             8,303

증감  △11,829  △11,829

예산             7,500             7,500

결산             6,912             6,912

증감  △588  △588

예산          234,487          234,487

결산          142,524          142,524

증감  △91,963  △91,963

예산             2,500             2,500

결산                110                110

증감  △2,390  △2,390

예산             2,500             2,500

결산                110                110

증감  △2,390  △2,390

기타후생비

합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합계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1-2.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단위: 천원)

관 항 목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1-2.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26,500            26,500

결산            18,394            18,394

증감  △8,106  △8,106

예산             1,200             1,200

결산                   -                   -

증감  △1,200  △1,200

예산                100                100

결산                  48                  48

증감  △52  △52

예산             5,000             5,000

결산             5,000             5,000

증감 0 0

예산                500                500

결산                300                300

증감  △200  △200

예산             5,500            27,800            33,300

결산             5,300            18,442            23,742

증감  △200  △8,158  △9,558

예산                800                800

결산                   -                   -

증감  △800  △800

예산                800                800

결산                   -                   -

증감  △800  △800

합계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합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사무비

여비



(단위: 천원)

관 항 목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1-2.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179,287          800,713          980,000

결산            40,000          498,751          538,751

증감  △139,287  △301,962  △441,249

예산          562,000          562,000

결산          554,878          554,878

증감  △7,122  △7,122

예산          175,000          175,000

결산          102,553          102,553

증감  △72,447  △72,447

예산          179,287       1,537,713       1,717,000

결산            40,000       1,156,182       1,196,182

증감  △139,287  △381,531  △520,818

예산            90,789            90,789

결산             1,006             1,006

증감  △89,783  △89,783

예산            90,789            90,789

결산             1,006             1,006

증감  △89,783  △89,783

예산          278,876       1,800,000       2,078,876

결산           46,416       1,317,148       1,363,564

증감  △232,460  △481,652  △715,31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합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합계

총계

사업비 일반사업비
소외계층
지원사업

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