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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전주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678,911 112,846 66,181 245,492 238,186 13,731 2,392 0 85

국   비 402,714 82,891 39,125 139,533 136,246 4,836 85 0 0

도   비 95,683 6,897 8,436 54,478 23,953 1,548 371 0 0

시   비 180,514 23,058 18,620 51,481 77,987 7,347 1,936 0 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결산 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사회복지분야(B) 467,287 469,525 513,954 583,446 678,911
사회복지분야비율(B/A) 39.09 40.36 40.94 42.09 41.03

인구수 (C) 652,282 651,744 648,964 651,091 654,39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16 720 792 896 1,0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가 41%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초연금, 아동수당, 아동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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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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전주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
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694,409

150,172 8.86%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5,984 2.7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4,138 0.2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3,793 0.2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33,123 1.95%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58,448 3.45%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4,687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95,322 1,163,247 1,255,417 1,422,796 1,694,409

지방보조금(민간) 112,277 118,327 117,142 131,395 150,172

비율 9.39% 10.17% 9.33% 9.24% 8.86%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결산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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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1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 별지 2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 

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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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전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654,815 7,531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행사･축제경비 2,438 2,901 3,837 7,364 7,531

비율 0.20% 0.25% 0.31% 0.53% 0.4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