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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법인사무국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 시흥시니어클럽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Ⅰ.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이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재적 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Ⅱ. 의제
제1호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의장 : 법인 및 산하기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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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세입예산은 보조금, 비지정후원금등이 증가
하여 당초1,073,817천원에서 73,443천원이 증가된 1,147,260천원으로 추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사무비는 기타후생경비, 제세공과금등 외 6,107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
업비는 직원교육훈련사업비가 3,000천원, 공동모금회 사업비 20,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전출금은 사랑나눔식당 사업비 전출 등으로 23,85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
다. 또한 전출금(후원금)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지정후원금 15,000천원이 감
소되어 자료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집수리사업 선정으로 지정후원금 17,000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당초 1,469,290천원에서 1,486,388천원으로 추경하고자 합니
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중 지역균등화 전략사업 축제사업비가 3,000천원, 드림네트
워크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유관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1,414천원이 증액
되는 세출예산을 추경편성하고자 합니다.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는 당초 예산 136,976천원에서 138,748천원으로 1,772천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실무자 기본급여 인상으로 인건비가
45,388천원에서 47,460천원으로 증액, 사업비는 장애통합 사업비, 돌봄 도우미 인
건비등의 변동으로 79,911천원에서 77,900천원으로 감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
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니어클럽은 당초예산 8,180,139천원에서 8,196,233천원으로 16,094천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가 각각 1,000천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비에서 LH가사대행서비스 사업비가 15,750
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삭맛드림 사업비 10,000천원 등이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예산은 3,487,114천원에서 3,675,405천
원으로 188,291천원이 증액되어 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수입으로 아이돌봄지원사
업 이용자부담금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사업으로 경기육아나눔터 사업비 3,600천원
증가,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는 42,856천원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사랑나눔식당
사업비 11,943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0,127천원 증가하고 결혼이민
자 상담인력양성과정 사업비 증가등으로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세입예산으로는 959,027천원에서 1,032,277천원으로 증액
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인건비에서 인력변동 및 요
율 조정에 따른 5,79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 교육문화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9,750천원, 가족 및 환경복지(지정후원연계)사업 교부예산 확정으로 63,500천원 등
이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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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 : 신명호 이사가 승인에 동의하고 정원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 찬성하여 의장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Ⅲ. 폐회
의장은 다른 논의사항이나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
인하다.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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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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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은

(인)

이

사

신 명 호

(인)

이

정 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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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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