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합           계 592,705102,694764,616 373,79031,774,834 503,892

인건비 20,1362,390,400100

인건비 20,1362,390,400101

기본급 1,040,51801

수당 250,07902

정액급식비 69,71403

교통보조비 67,24704

명절휴가비 94,43605

가계지원비 154,21706

연가보상비 41,98107

기타직보수 20,136417,43708

일용인부임 109,56109

일시사역인부임 145,21010

물건비 2,69415,940 5,7005,741,681200 36,516

일반운영비 1,2546,820 4,5002,234,842201 20,916

일반운영비 1,2546,820 4,5002,234,84201 20,916

행사운영비02

여비 1,4409,120 1,200172,879202 15,600

국내여비 1,4409,120 1,200164,41001 15,600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합           계 400,00082,770917,984 13,076,767354,661 14,604,955

인건비 11,700 1,455,87113,851100 888,842

인건비 11,700 1,455,87113,851101 888,842

기본급 600,39801 440,120

수당 128,4607,56002 114,059

정액급식비 37,55403 32,160

교통보조비 36,48504 30,762

명절휴가비 52,64705 41,789

가계지원비 85,73606 68,481

연가보상비 23,79307 18,188

기타직보수 277,84708 119,454

일용인부임 4,875 88,66809 16,018

일시사역인부임 6,825 124,2836,29110 7,811

물건비 600133,890 3,740,24716,050200 1,790,044

일반운영비 12,700 717,27511,130201 1,460,247

일반운영비 12,700 717,27511,13001 1,460,247

행사운영비02

여비 6009,240 72,8904,920202 57,869

국내여비 6009,240 66,8904,92001 55,400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월액여비 -3,53102

국외여비 12,00003

업무추진비 11,580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8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04

직무수행경비 118,591204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01

직급보조비 68,3720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9,01903

의회비205

의정활동비01

월정수당02

국내여비03

국외여비04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06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07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월액여비02 -3,531

국외여비 6,00003 6,000

업무추진비 7,350203 4,230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002 6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04 3,600

직무수행경비 68,760204 49,831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01

직급보조비 38,33202 30,04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22803 19,791

의회비205

의정활동비01

월정수당02

국내여비03

국외여비04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06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07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의원국민연금부담금08

의원국민건강보험료09

재료비 3,000,689206

재료비 3,000,68900

연구개발비 203,100207

용역비 161,30001

전산개발비02

시험연구비 41,80003

이전경비 708,1202,392,596300

일반보상금 130,200301

사회보장적수혜금01

장학금 및 학자금02

의용소방대지원경비03

자율방범대원운영비04

통·리·반장활동보상금05

민간인국외여비07

외빈초청여비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 1,00010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의원국민연금부담금08

의원국민건강보험료09

재료비 1,950 2,862,172206 136,567

재료비 1,950 2,862,17200 136,567

연구개발비 110,000 11,800207 81,300

용역비 110,00001 51,300

전산개발비02

시험연구비 11,80003 30,000

이전경비 358,000 695,2143,040300 628,222

일반보상금 130,200301

사회보장적수혜금01

장학금 및 학자금02

의용소방대지원경비03

자율방범대원운영비04

통·리·반장활동보상금05

민간인국외여비07

외빈초청여비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 1,00010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11

기타보상금 129,20012

이주및재해보상금302

재해보상금02

포상금 1,000303

포상금 1,00000

연금부담금등 214,826304

연금부담금 175,56101

국민건강보험금 39,26502

의원상해부담금03

배상금등305

배상금등00

출연금306

출연금00

민간이전 177,000412,800307

의료 및 구료비 177,000177,00001

민간경상보조금 235,80002

사회단체보조금03

민간행사보조·위탁04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11

기타보상금 129,20012

이주및재해보상금302

재해보상금02

포상금303 1,000

포상금00 1,000

연금부담금등 112,972304 101,854

연금부담금 90,95301 84,608

국민건강보험금 22,01902 17,246

의원상해부담금03

배상금등305

배상금등00

출연금306

출연금00

민간이전 227,800 4,000307 4,000

의료 및 구료비01

민간경상보조금 227,800 4,00002 4,000

사회단체보조금03

민간행사보조·위탁04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민간위탁금05

보험금06

연금지급금07

이차보전금08

운수업계보조금09

자치단체 등 이전 531,120790,835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59,715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06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07

기타부담금 531,120531,12008

공기업경상전출금 34,522309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34,52201

차입금이자 808,413311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03

지방채 상환이자 805,37305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3,04006

자본지출 40014,180,139400

시설비및부대비 13,732,616401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민간위탁금05

보험금06

연금지급금07

이차보전금08

운수업계보조금09

자치단체 등 이전 259,715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59,715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06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07

기타부담금08

공기업경상전출금309 34,52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01 34,522

차입금이자 318,5273,040311 486,846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03

지방채 상환이자 318,52705 486,846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3,04006

자본지출 414,394 4,563,509205,000400 8,996,836

시설비및부대비 276,094 4,483,88661,000401 8,911,636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시설비 13,484,22901

감리비 195,00002

시설부대비 53,38703

행사관련시설비04

민간자본이전 282,300402

민간자본보조 138,30001

민간대행사업비 144,00002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403

자치단체자본보조01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0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03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01

자산취득비 400165,223405

자산및물품취득비 400165,22301

도서구입비02

융자및출자 100,000100,000500

융자금 100,000100,000501

민간융자금 100,000100,00001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시설비 274,194 4,467,50961,00001 8,681,526

감리비02 195,000

시설부대비 1,900 16,37703 35,110

행사관련시설비04

민간자본이전 138,300144,000402

민간자본보조 138,30001

민간대행사업비 144,00002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403

자치단체자본보조01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0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03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01

자산취득비 79,623405 85,200

자산및물품취득비 79,62301 85,200

도서구입비02

융자및출자500

융자금501

민간융자금01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출자금502

출자금00

보전재원 1,872,200600

차입금원금 1,872,200601

시 · 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17,20001

시 · 군 · 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02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04

지방채상환 1,829,40005

기타국내차입금상환 25,60006

예치금602

예치금00

내부거래 592,705592,705700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00

기금전출금 592,705592,705702

기금전출금 592,705592,70500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원금상환01

기타내부거래706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출자금502

출자금00

보전재원 755,80025,600600 1,090,800

차입금원금 755,80025,600601 1,090,800

시 · 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17,20001

시 · 군 · 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02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04

지방채상환 738,60005 1,090,800

기타국내차입금상환 25,60006

예치금602

예치금00

내부거래700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00

기금전출금702

기금전출금00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원금상환01

기타내부거래706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주민소득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기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감가상각비01

적립금03

예비비및 기타 20,020 368,0904,505,113800 467,376

예비비 4,100 368,0904,489,193801 467,376

예비비 4,100 368,0904,489,19300 467,376

반환금기타 15,92015,920802

국고보조금반환금 7,2647,26401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531,45302

과오납금등 7,2037,20303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구                      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기업기반시설수질개선 장기미집행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감가상각비01

적립금03

예비비및 기타 400,00082,170 1,866,12691,120800 1,210,211

예비비 400,00082,170 1,866,12691,120801 1,210,211

예비비 400,00082,170 1,866,12691,12000 1,210,211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반환금01

시·도비보조금반환금02

과오납금등03

성질별목별조서
(특별회계(총괄))

[2회추경] (단위: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