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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
족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62,363 60,641 63,944 29,995 95,536 10,398 1,848 0 0

국 비 193,075 54,733 36,287 16,837 77,176 8,042 0 0 0

시･도비 56,078 4,049 25,075 10,255 13,702 1,374 1,622 0 0

시･군･구비 13,210 1,859 2,582 2,903 4,658 982 22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사회복지분야(B) 156,230 162,655 180,800 207,838 262,363

사회복지분야비율(B/A) 58.23 53.18 59.4 60.21 53.29
인구수 (C) 156,433 152,845 150,501 148,113 146,63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99 1,064 1,201 1,403 1,78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약 43% 증가하여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전년대비 26.2% 증가했음에도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작년년에 비해 △6.9%로 감소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0,694 68,154 13.61%

민간경상보조 (307-02)

500,694

4,969 0.9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46 0.27%
민간행사보조 (307-04) 131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9,363 7.8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2,344 4.46%
민간자본보조 (402-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우리 구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310 305,872 308,889 346,576 500,694

지방보조금(민간) 48,353 49,921 54,839 62,436 68,154

비율 18.02% 16.32% 17.75% 18.02% 13.6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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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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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

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2,359 555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행사･축제경비 671 388 1,211 1,620 555

비율 0.25% 0.13% 0.40% 0.4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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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 유행의 여파로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