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기 관 명 3차 추경예산액 2021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임실교육지원청 19,323,489 19,166,481 157,008 

(단위 : 천원)

재   원 3차 추경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 증·감 비      고

교육사업비 194,871 194,871 0

기관운영비 402,811 402,811 0

학교기본운영비 4,653,355 4,653,355 0

목적사업비 12,590,367 12,433,359 157,008 각과사업비

여건개선비 214,494 214,494 0

외부재원비 1,051,922 1,051,922 0

 특정세입 215,669 215,669 0

합  계 19,323,489 19,166,481 157,008

(단위 : 천원)

정책사업 3차 추경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 증·감 비    고

인적자원운용 1,972,292 1,972,292 0

교수-학습활동지원 1,315,403 1,315,403 0

교육복지지원 1,722,917 1,722,917 0

보건/급식/체육활동 1,014,190 1,014,190 0

학교재정지원관리 4,826,307 4,826,307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396,364 6,239,356 157,008

평생교육 343,702 343,702 0

교육행정일반 1,140,724 1,140,724 0

기관운영관리 554,795 554,795 0

예비비 36,795 36,795 0

합   계 19,323,489 19,166,481 157,008

Ⅰ. 재 원 현 황

3.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

2. 재원별 배분 현황

1. 예산재원 총괄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비 고

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관리 1,939,582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20,760

교원임용관리 1,180

교원인사관리 3,305

순회교사제운영 순회교사제운영 54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45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2,280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복지지원 4,000

교육과정운영 5,022

교과자료개발보급 7,250

특색교육과정운영 16,955

교실수업개선지원 7,410

학력향상지원 13,784

수업지원장학활동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8,915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지원 6,560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141,423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0,180

학교도서관운영지원 3,114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135,724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20,438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41,352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2,000

체육육성종목지원 16,45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62,520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470

4.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

인적자원운용

외국어교육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교원인사관리

독서교육활성화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0,098

학교폭력예방지원 13,220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58,358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40,160

방과후등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395,994

급식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1,129,92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145,000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52,000

학교보건관리 776

학교환경위생관리 2,014

학교급식관리 2,773

학교급식운영 12,250

학교급식환경개선 986,157

각종체육대회활동 체육대회지원 10,220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4,826,307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1,190,549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205,815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43,532

평생학습운영지원 33,720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운영지원 66,450

교육정책기획관리 4,860

대외교육협력관리 2,920

감사관리 감사관리 7,314

기관평가 기관평가 1,828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4,466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5,868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25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65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급식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지원



예결산관리 예산관리 1,520

재무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56,117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514,132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660

시설사업관리 시설사업관리 233,130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운영 369,475

교육행정기관시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85,32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제지출금등 36,795

계 19,323,489

기관운영관리

교육행정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