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기금 조성이후 장기간 추가 기금 조성이 전무하고, 낮은 이자액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며, 기존 청소년사업과 중복되어 신
청인원이 줄어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조례 폐지 2018.01.18.)

나. 변경요지 : 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2018.05.24.계좌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조치 완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301,011,000 301,012,000 1,000 0%

평생학습센터 301,011,000 301,012,000 1,000 0%

사회복지 301,011,000 301,012,000 1,000 0%

노인ㆍ청소년 3,000,000 △3,000,000 △100%

청소년보호 및 복지증진 3,000,000 △3,000,000 △100%

청소년육성기금 3,000,000 △3,000,000 △100%

청소년육성기금 3,000,000 △3,000,000 △100%

301 일반보상금 3,000,000 △3,000,000 △1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0 △3,000,000 △100% 2018.04.13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사회복지일반 298,011,000 301,012,000 3,001,000 1%

재무활동(평생학습센터) 298,011,000 301,012,000 3,001,000 1%

보전지출 298,011,000 301,012,000 3,001,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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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보전지출 298,011,000 301,012,000 3,001,000 1%

602 예치금 298,011,000 △298,011,000 △100%

602-01 예치금 298,011,000 △298,011,000 △100% 2018.04.13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01,012,000 301,012,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01,012,000 301,012,000 2018.04.13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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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저금리 장기화로 타 장학금에 비해 장액금이 소액으로 매년 신청인원이 줄어들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
영(조례 폐지 2017.11.21.)

나. 변경요지 : 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2018.06.28.계좌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조치 완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주민복지과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사회복지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사회복지일반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재무활동(주민복지과)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보전지출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보전지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6,166,000 105,337,000 △829,000 △1%

602 예치금 106,166,000 △106,166,000 △100%

602-01 예치금 106,166,000 △106,166,000 △100% 2018.04.1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
계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05,337,000 105,337,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05,337,000 105,337,000 2018.04.1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
계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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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초저금리에 따라 조성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이자수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조례 폐지 2018.04.06.)

나. 변경요지 : 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2018.05.31.계좌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조치 완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주민복지과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사회복지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사회복지일반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재무활동(주민복지과)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보전지출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보전지출 567,975,000 564,026,000 △3,949,000 △1%

602 예치금 567,975,000 △567,975,000 △100%

602-01 예치금 567,975,000 △567,975,000 △100% 2018.04.13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564,026,000 564,026,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564,026,000 564,026,000 2018.04.13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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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초저금리 장기화 및 조성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진천군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조례 개정 201
7.12.07.)

나. 변경요지 : 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2018.05.17.계좌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조치 완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주민복지과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사회복지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사회복지일반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재무활동(주민복지과)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보전지출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보전지출 695,769,000 645,953,000 △49,816,000 △7%

602 예치금 695,769,000 △695,769,000 △100%

602-01 예치금 695,769,000 △695,769,000 △100% 2018.04.13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645,953,000 645,953,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645,953,000 645,953,000 2018.04.13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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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저금리의 장기화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가용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
성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조례 폐지 2018.04.06.)

나. 변경요지 : 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2018.06.28.계좌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조치 완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354,413,000 351,327,000 △3,086,000 △1%

주민복지과 354,413,000 351,327,000 △3,086,000 △1%

사회복지 354,413,000 351,327,000 △3,086,000 △1%

취약계층지원 4,000,000 △4,000,000 △100%

장애인보호 및 복지증진 4,000,000 △4,000,000 △100%

장애인복지기금 4,000,000 △4,000,000 △100%

장애인복지기금 4,000,000 △4,000,000 △100%

307 민간이전 4,000,000 △4,000,000 △1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0 △4,000,000 △100% 2018.04.13 장애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사회복지일반 350,413,000 351,327,000 914,000 0%

재무활동(주민복지과) 350,413,000 351,327,000 914,000 0%

보전지출 350,413,000 351,327,000 914,000 0%

보전지출 350,413,000 351,327,000 914,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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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 예치금 350,413,000 △350,413,000 △100%

602-01 예치금 350,413,000 △350,413,000 △100% 2018.04.13 장애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51,327,000 351,327,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51,327,000 351,327,000 2018.04.13 장애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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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

나. 변경요지 : 1차(기금계획변경 3차) : 사무관리비(폭염대비 살수차 임차사업) 신규 추가
2차(기금계획변경 4차) : 시설비(홀딩파라솔 설치사업, 저소득층가구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신규 추가
3차(기금계획변경 5차) : 사무관리비(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응급복구장비 임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동절기 트렉터 제설기) 신규 추가
4차(기금계획변경 6차) : 재료비(제설자재구입) 과목경정(자산취득비→재료비)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554,599,000 2,554,599,000

안전건설과 2,554,599,000 2,554,599,000

공공질서및안전 2,554,599,000 2,554,599,000

재난방재ㆍ민방위 2,554,599,000 2,554,599,000

재해 및 재난예방 721,073,000 827,790,000 106,717,000 15%

재난관리기금 721,073,000 827,790,000 106,717,000 15%

재난관리기금 721,073,000 827,790,000 106,717,000 15%

201 일반운영비 59,440,000 59,440,000

201-01 사무관리비 59,440,000 59,440,000 2018.10.17
(변경3차)2018년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신규)
/ (변경5차)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및 응급복
구장비 임차(신규)

206 재료비 80,000,000 80,000,000

206-01 재료비 80,000,000 80,000,000 2018.10.22
(변경6차)제설자재 구입 과목경정(자산→재료
)

401 시설비및부대비 590,000,000 618,150,000 28,150,000 5%

401-01 시설비 590,000,000 618,150,000 28,150,000 5% 2018.07.26
(변경4차)홀딩파라솔 설치 및 저소득층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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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405 자산취득비 130,000,000 70,200,000 △59,800,000 △4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0 70,200,000 △59,800,000 △46% 2018.10.17
(변경5차)동절기 트랙터 제설기 구입(신규) /
(변경6차)제설자재 구입 과목경정(자산→재
료)

802 반환금기타 1,073,000 △1,073,000 △100%

802-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073,000 △1,073,000 △100% 2018.06.27
(추경1회)2017년 재난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정책사업→보전지출 변경)

재무활동(안전건설과) 1,833,526,000 1,726,809,000 △106,717,000 △6%

보전지출 1,833,526,000 1,726,809,000 △106,717,000 △6%

보전지출 1,833,526,000 1,726,809,000 △106,717,000 △6%

602 예치금 1,833,526,000 1,725,736,000 △107,790,000 △6%

602-01 예치금 1,833,526,000 1,725,736,000 △107,790,000 △6% 2018.10.22 (변경3차 4차 5차)예치금 금액변경

802 반환금기타 1,073,000 1,073,000

802-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073,000 1,073,000 2018.06.27
(추경1회)2017년 재난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정책사업→보전지출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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