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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여성가족지원테트워크 2019년 재산목록 
구분 재 산 명 수량 단가 소계 비고

기본재산
임차보증금 - - 20,000,000원
현금 - - 30,000,000원

보
통
재
산

현금

운영비 - - 7,117원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 - 770,232원
지정후원금(아름다운가게 지원사업) 516,750원
기타후원금(인성교육워크북제작사업) 10,152,900원

비품

컴퓨터(본체포함) 1대 500,000원

회의용 테이블
사각 2개 110,000원 220,000원
원탁 1개 100,000원 100,000원

회의용 의자 7개 74,700원 211.100원

연수용 책상
8개 80,300원 642,400원
1개 63,900원 63,900원

연수용 의자 27개 13,200원 356,400원

전화기 1대 50,000원 50,000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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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업결과 보고서

1. 목적 
  1)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 방임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교육, 가족지원 등 맞춤형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하고자 함

  2)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창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 가정 양
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저소득 가정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 진로, 관계개선 등 부모교육 및 자조모
임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진로와 꿈을 찾
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목표
  목표 1.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스톱 취ㆍ창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 개별상담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별 욕구를 파악한다.
    세부목표 2. 취ㆍ창업 계획수립부터 준비과정까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목표 3. 자녀의 진로 및 양육문제, 경제적 상황, 가족문제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안

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목표 4. 수공예 공방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목표 2.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 부모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모의 부재시간에 발생하기 쉬운 청소년의 사회적 이

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
    세부목표 2. 청소년의 가출, 폭력(성폭력 포함),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

소득 청소년 가구의 위기 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3. 청소년의 진학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연계한다. 

  목표 3. 지역 내 여성 및 청소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1. 저소득 가정 여성 및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해소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개발한다. 
   세부목표 2. 지역 내 여성 및 청소년관련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3. 저소득 가정 청소년 진로지원서비스 제공관련 실무자들과의 협력체계를 활성

화한다. 
3. 사업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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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2)사업대상 : 경력단절 여성(다문화, 어르신포함),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및 그 가족
 3)경과보고

2019.02~12.31.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협약 및 운영
                           시장형 친환경먹거리뻥~쟁이사업단 협약 및 운영
2019.02.25.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업무협약(이치경영연구소)
2019.04.10.~2019.12.31.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리폼디자인 프로그램(성주재단)진행
2019.04.1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교육플랫폼 간담회
2019.04.24. 백석중학교 진로체험(댄스/보컬/밴드)
2019.04.27. 십대문화예술시즌1 발대식
2019.05.02. 양천교육복지센터 업무협약
2019.05.18. 금천청소년 어울리마당 미니다육정원 부스운영 행사지원
2019.06.01.~ 2019.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십대문화예술시즌1 프로그램(서울시교육청)
2019.06.15. 목동청소년수련관 행사지원(멘토단)
2019.06.01.~7.16. 화곡고등학교/마곡중학교/방화중학교외 자유학기 진로체험진행
2019.07.10. 소외계층 여성들이 자립을 위한 리폼디자인 중간보고회
2019.09.06.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미디다육정원부스운영
2019.10.01. 곰달래복지센터 시장형사업단 바자회 참여
2019.10.18. 양천교육한마당 오락실 부스운영
2019.10.26. 구로문화의집 부스운영
2019.11.02. 구로청소년어울림 마당 응답하라 2000 행사 지원
2019.12.07.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미리크리스마스 행사지원
2019.12.21. 꿈 브릿지 시즌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십대문화예술시즌1 프로그램(서울시교육청) 행사진행

4. 세부 사업 내용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나
를 
찾
는 
교
육
복
지
사
업

십대문화예술
골든타임 

시즌1

지역 내 
중,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저소득가정 

청소년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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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 2019. 1월 ~ 2019. 12월
2) 내용
- 방과후 실용음악 체험(보컬, 댄스, 밴드, 미디)
- 성취도 향상 및 고등학교/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지원
- 기초능력 향상에 필요한 1:1 멘토 매칭
-  나를 찾는 인성교육

멘토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대학 및 

협련단체 임직원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사

는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함.

부모상담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
여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자녀가 있
는 부모 또는 보호
자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자녀의 진로 및 양육문제,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사례관리

에 필요한 정보 습득
 - 청소년의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자원연계
 - 자녀 교육 및 문제행동 해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심층 상담
-  나를 찾는 인성교육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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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의 진로코
칭방법 가정내 자녀훈육 방법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
교육

- 분기별 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
-  나를 찾는 인성교육

사
회
참
여
확
대
사
업

지역교육축제 - 경력단절여성 
   및 강사희망자

1) 시기 : 연중 
2) 내용 
- 심리적/경제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담 
- 일상생활상담 및 경제적 어려움, 가족문제, 취/창업상담 등 
-  나를 찾는 인성교육

꿈 브릿지 
시즌1

리폼디자인운
영

1) 시기 : 2019. 3월~2019. 12월
2) 참여인원: 소외계층 및 이주여성 6명
3) 내용
 -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폼디자인 활동을 지원함.  
 -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진행함.
 - 외부 강사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함.
 - 참여자들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뻥

1) 시기 : 2019. 2월~2019. 12월
2) 인원 : 소외계층 어르신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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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사업단운
영

3) 내용
제조

원팝핑머신운전 및 관리, 원재료관리

(입, 출, 재고관리)

포장 포장규격별 뻥튀기담기, 재료표시라벨부착

문화

활동
분기별 수요에 따른 영화, 연극. 음악 관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공부방파견)

1) 시기 : 2019. 2월~2019. 12월
2) 인원 : 소외계층 어르신 7명
2) 내용

- 청소년공부방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방이용자 정숙지도

- 청소년공부방 입, 퇴실 회원관리

 

취ㆍ창업지원

1) 시기 : 연중수시
2) 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 취/창업에 필요한 활동지원(사업계획서, 이력서, 준비 등)
- 취업알선, 업체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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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1)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통한 긍정적 사고를 함양함.
 2)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한 자녀양육태도 변화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킴.
 3)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일과 가정 양립의 균형 유지 가능성 제고함.
 4)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진로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함.

네
트
워
크
사
업

인적자원 
연계

청소년대상 
문화예술, 정서, 
진로관련 멘토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및 
일반인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정서, 진로관련 멘토 개발 및 연계함.
-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에 필요한 멘토 연계함.
- 청소년의 문화예술개발에 필요한 자원 연계함.

지역자원 
연계

여성 및 
청소년관련 

기관 및 
학교/교육기관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 지역내 여성지원관련 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지역내 청소년관련 기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함. 
- 위기가정 및 청소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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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사업 확대함.
                     
                   2019년 결산서
 1) 세입세출 총괄표
 (1) 세입결산                                                              단위(원)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증감(△,∇)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사회서비스형사업 53,319,000 55,209,000 1,890,000 △
시장진입형사업 11,500,000 11,500,000 -
교육복지사업 0 5,000,000 5,0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성주재단공모사업) 7,000,000 7,000,000 -
비지정후원금 64,000,000 5,600,0000 8,000,000∇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5,000,000 0 5,000,000∇
전년도이월금
(아름다운가게배분) 516,750 516,750 -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법인기본재산) 40,000,000 50,000,000 10,000,000△
전년도이월금
(비지정후원금) 10,447,466 10,152,900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400,000 0 400000∇
기타예금이자수입 60,000 18,519 41,481∇

소계 192,243,216 184,727,519 7,515,697∇
2) 세출결산                                                                단위(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증감(△,∇)
소계

사무비 인건비 급여 41,261,004 39,054,144 2,206,860∇
제수당 960,000 0 960,000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438,417 3,438,417 -
사회보험부담금 4,005,468 4,005,468 -

소 계 49,664,889 46,498,029 3,166,86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300,000 0 300,000∇

회의비 750,000 0 750,000∇
소 계 1,050,000 0 1,050,000∇

운영비 여비 200,000 0 2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874,366 614,583 259,783∇
공공요금 2,734,080 1,799,000 935,080∇
제세공과금 70,000 70,000 -
기타운영비 1,100,000 0 1,100,000∇

소 계 4,978,446 2,483,583 2,494,863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40,400,000 0 40,400,000∇

소계 40,400,000 0 40,400,000∇
사업비 사업비 홍보비 500,000 0 500,000∇

취약계층지원사업비 64,819,000 65,289,911 -
청소년활동지원사업 840,000 5,000,000 4,160,000△
소외계층취,창업지원사업 7,204,000 7,000,000 204,000∇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455,298 0 455,298∇
테마기획사업 15,990,000 11,000,000 4,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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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1. 목적 
  1)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 방임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교육, 가족지원 등 맞춤형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하고자 함

  2) 경력단절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창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 가정 양립
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저소득 가정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 진로, 관계개선 등 부모교육 및 자조모
임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진로와 꿈을 찾
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목표
  목표 1. 경력단절 여성 및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스  

 톱 취ㆍ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 개별상담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별 욕구를 파악한다.
    세부목표 2. 취ㆍ창업 계획수립부터 준비과정까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목표 3. 자녀의 진로 및 양육문제, 경제적 상황, 가족문제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안

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표 2.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 부모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모의 부재시간에 발생하기 쉬운 청소년의 사회적 이

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한다.
    세부목표 2. 청소년의 가출, 폭력(성폭력 포함),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

소득 청소년 가구의 위기 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3. 청소년의 진학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복지콘텐츠자원을 개발/연계한다.

  목표 3. 나를 찾는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1. 저소득 가정 여성 및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세부목표 2. 지역 내 여성 및 청소년관련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네트워크구축 150,000 0 150,000∇
소  계 89,958,298 88,289,911 1,66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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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표 3. 저소득 가정 청소년 인성지원서비스 제공관련 전문 분야의 단체, 사업체와 협
력체계를 활성화한다.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사업대상 : 경력단절 여성(다문화, 어르신포함),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및 그 가족
5. 세부 사업 내용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나
를 
찾
는 
교
육
복
지
사
업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경력단절여성
학부모
청소년

1) 시기 : 2019. 1월 ~ 2019. 12월
2) 내용
- 나를 찾아가는 과정 교육 및 토론
- 인관관계 과정 교육 및 토론
-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토론
-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방법 교육 및 토론

소외계층어르신
1) 시기 : 월1-2회
2) 내용
- 사회적위치에 따른 삶 교육 및 토론
-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 및 토론

전 연령
1) 시기 : 2020.1월~202년12월
2) 내용
-  나를 찾는 교육복지 인성교육교재를 기초한 워크북연구
-  인성교육교재를 기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검수 및 파일럿진행

멘토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대학 및 

협련단체 임직원

1) 시기 : 월 1-4회
2) 내용 
-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사  

 는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자발적인 나눔 활동 실시 
- 미디어문맹예방활동, 복지관연계, 지역축제참여 등

부모상담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
여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자녀가 있
는 부모 또는 보호
자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자녀의 진로 및 양육문제,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사례관리

에 필요한 정보 습득
 - 청소년의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자원연계
 - 자녀 교육 및 문제행동 해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심층 상담
-  나를 찾는 인성교육(필수기초교육)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의 진로코

칭방법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 분기별 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
-  나를 찾는 인성교육(필수기초교육)

사
회
참
여

상담
- 경력단절여성 
  및 취창업 희

망자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심리적/경제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담 
- 일상생활상담 및 경제적 어려움, 가족문제, 자녀교육, 가정

폭력, 교육문제, 취/창업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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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평가 
평가 목표1 목표2 목표3
평가
지표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원스톱 취ㆍ창업지원서비
스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역 내 여성 및 청소년 활동지
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

평가방법 
및 

도구

- 일자리사업운영횟수
  (출석부, 일지 등)
- 프로그램 일지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
- 프로그램 일지
- 상담일지
- 자원봉사단 활동일지

- 사례회의록
- 업무협약서
- 회의록

7. 기대효과
 1)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통한 긍정적 사고 가능성 제고
 2)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한 자녀양육태도 변화로 청소년들의 심적/정신적 안정 도

확
대
사
업

-  나를 찾는 인성교육(필수기초교육)

자유공방
- 경력단절여성 
  및 취, 창업 

희망자

1) 시기 : 2020.1월 ~ 2020.12월
2) 내용
 -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폼디자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고 취,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 외부 강사활동에 필요한 역량교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시니어 헬퍼

60세 이상 소외
계층 어르신

1) 시기 : 2019. 3월~2019. 12월
2) 내용

- 청소년공부방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방이용자 정숙지도

- 청소년공부방 입, 퇴실 회원관리

 

취ㆍ창업지원     소외계층
1) 시기 : 연중수시
2) 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 취/창업에 필요한 활동지원(사업계획서, 이력서, 준비 등)
- 취업알선, 업체 개발 등

네
트
워
크
사
업

인적자원 
연계

청소년대상 
문화예술, 정서, 
진로관련 멘토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및 
일반인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정서, 진로관련 멘토 개발 및 연계
-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에 필요한 멘토 연계
- 청소년의 문화예술개발에 필요한 자원 연계
- 여성 취, 창업 및 청소년 진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문위촉

지역자원 
연계

여성 및 
청소년관련 

기관 및 
학교/교육기관

1) 시기 : 연중 수시
2) 내용 :
- 지역내 여성지원관련 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의 구체화
- 지역내 청소년관련 기관/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위기가정 및 청소년 교육복지에 필요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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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3)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일과 가정 양립의 균형 유지 가능성 제고
 4)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진로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
 5) 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사업 확대

8.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단위(원)

관 항 목 금액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사회서비스형사업 63,096,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비지정후원금 80,000,000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5,000,000

전년도이월금(아름다운가게배분) 516,750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법인기본재산) 50,000,000

전년도이월금(비지정후원금) 770,232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400,000

기타예금이자수입 60,000
소계 199,842,982

2) 세출예산(안)                                                             단위(원)
관 항 목 산출기초

            소계 198,760,468
사무비 인건비 급여 연봉31,838,400원, 2,653,200원×1인×12개월 31,838,400

                   785,217원× 1인×12개월 9,422,604
제수당 식대보조비 80,000원×12개월=960,000원 960,000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321,740원×12개월=3,860,880원
건강보험      88,480원×12개월=1,061,7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9,060원×12개월=108,720원
고용보험      55,000원×12개월=660,000원
산재보험       34,030원×12개월=408,360원

6,099,720

소 계                                   48,320,72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50,000원×6회=300,000원 300,000

회의비 이사회 150,000원×3회=450,000원
업무회의 100,000원×3회=300,000원 750,000

소 계 1,050,000
운영비 여비 20,000원×10회=200,000원 2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정수기렌탈료 35,900원×12개월=430,800원

쓰레기봉투, 커피류 등 물품구입 
 40,000원×11개월=440,000원
 49,566원×1개월=49,566원                     
사무용품구입(A4 등) 60,000원×5회=300,000원
기타 수수료(각종서류 발급비 등) 10,000원×5회
=50,000원

87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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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전기요금(일반) 147,840원×12개월=1,774,080원
전기요금(공동)  20,000원×12개월=240,000원
수도요금       30,000원×6개월=180,000원
인터넷 및 전화요금 45,000원×12개월=540,000원

2,734,080

제세공과금 서울시 지방세 70,000원×1회=70,000원 70,000
기타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1,600,000원×12개월=19,200,000원

       관리비 110,000원 ×12개월 = 1,320,000원    20,520,000

소 계 24,398,446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법인 기본재산 편입 : 

50,000,000원×1건=50,000,000원
컴퓨터본체 1대 × 300,000원
전화기 1대 × 50,000
업무용의자 2개 × 50,000

50,400,000

소계 50,400,000
사업비 사업비 홍보비 홍보지 제작비 : 500,000원×1회=500,000원 500,000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공부방지원)

인건비: 9,000원×66시간×10개월×8명= 47,520,000원
주휴 및 연차수당:27,000원×4.4주×10개월×8명=9,504,000원

          27,000원×10개월×8명 = 2,160,000원
건강보험23,771원×8명×10개월 = 1,901,680원
장기요양 2,436원×8명×10개월 = 194,880원

고용보험 11,404원×8명×10개월 = 912,320원

산재보험 6,540원*8명*10개월 = 523,200원

팀장수당: 15,000원*10개월*1명 = 150,000원
교육비: 3,000*8명*7회=168,000원
사업진행비: 
A4용지  30,920원
클리어파일A4 3,000원*5개 =15,000원
클리어파일속지1,000원*11개 = 11,000원
칼라정부파일 1,000원*5개 = 5,000원

63,096,000

청소년활동지
원사업

소모품(차류, 문구 등) 20,000원×12회=240,000원
자원봉사단활동비 50,000원×12회=600,000원 840,000

테마기획사업 인성교육교재개발 및 교육
교정 교열비 1,000,000

웹툰 작가료(2차) 3,000,000

편집 디자인비(1차) 2,000,000

출력 및 인쇄 4,000,000

10,000,000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부모교육  150,000원×2회=300,000원
부모자조모임 다과음료 3,000원×10명×2회=60,000원
소모품 1회 × 95,298원

455,298
네트워크구축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00원×1회=150,000원 150,000

소  계 75,04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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