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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일 : 2021.08.10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15:00 ~ 16:40
 
● 회의장소 : 교구청 5층 사목상황실(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 임원명단(이사 8명, 감사 2명)
  대표이사 – 오성기
  이    사 – 서철승, 김봉술, 경규봉, 정식수, 원종훈, 장진석, 유영
  감    사 – 권순호, 최종문

● 참석인원(이사 8명, 감사 1명)
  참석이사(8명) – 대표이사 오성기, 서철승, 김봉술, 경규봉, 정식수, 원종훈, 장진석, 유영
  참석감사(1명) – 최종문

●  안건 및 심의결과

No. 안     건 심의결과

1 진안군노인요양원 : 운영규정변경(안) 가결

2

-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 13개 기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고창지역자활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나포길벗공동체, 남원시노인복지관,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 
 무지개가족,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정읍사회복지관(복지관 및 푸드뱅크), 
 프란치스코지역아동센터, 선너머지역아동센터, 아미고의집
 작은천사어린이집

가결

3 기타 보고 및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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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경정예산』‘가결’ 

                                                                              (단위 : 천원)   

No. 시설
2021년
예산
(A)

2021년 
추경예산

(B)

증감(B-A)
주요 인상(삭감)요인금액 %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349,214 2,357,058 7,844 0.33 세입) 사업수입감소, 보조금수입증가
세출) 사무비 및 재산조성비 증가, 사업비감소

2 고창지역자활센터 1,736,103 1,938,943 202,840 10.46 세입) 보조금수입 증가
세출) 사업비 지출 증가

3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776,984 776,984 0 0.00

세입) 변동없음
세출)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목간전용 / 사업 
미실시로 인한 잔액 항간전용

4 나포길벗공동체 1,801,309 1,808,533 7,224 0.40 세입) 입소자부담금 수입 및 전입금 증가
세출) 사업비 증가

5 남원시노인복지관 3,439,770 3,452,520 12,750 0.37
세입) 사업수입 및 보조금수입 증가, 후원금 
및 잡수입 감소
세출) 인건비·시설비·운영비 증가, 예비비 감소

6 모드니직업적응
훈련센터 264,087 304,699 40,612 15.38

세입) 사업수입·보조금 감소, 후원금 및 법인전
입금 증가
세출) 사무비·재산조성비·잡지출 증가, 사업비 
감소

7 무지개가족   1,610,473  1,550,465 -60,008 -3.73
세입) 보조금수입 감소(3교대인력미충원), 지정
후원금증가
세출)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 시설비 증가

8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 1,174,195  1,170,259 -3,936  -0.34 세입) 사업수입 감소, 후원금수입증가

세출) 시설비증가, 사업비 감소

9
정읍
사회
복지관

복지관 1,104,101 1,107,021 2,920 0.26
세입) 사업수입 증가, 후원금수입 감소
세출)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 감소, 시설비·
사업비 증가

푸 드 뱅
크 66,630 66,630 0 0.00

세입) 
세출) 인건비 최종확정금 반영(인건비 및 운영
비 목간 전용)

10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 145,990 146,590 600 0.41 세입) 보조금수입 증가(급식비)

세출) 사업비 증가(급식비)

11 선너머
지역아동센터 169,586 169,586 0 0.00

세입) 변동 없음
세출) 한시적돌봄인력지원사업을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변경

12 아미고의집 243,883 274,373 30,490 12.50
세입) 보조금 및 후원금 증가
세출) 운영비·시설비·사업비 증가, 교육비·예비
비 감소 등

13 작은천사어린이집 983,500 1,060,700 77,200 7.85
세입) 보육료·기타필요경비·인건비보조금·기부
금·잡수입 등 감소, 적립금 증액
세출)인건비·기관부담금 감소, 시설비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증가

(마침시간 :  16:40)

위와 같이 이사회 결과를 공고 함.

2021. 9. 29.

사회복지
법    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