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분 합계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124,920 29,551 22,332 35,928 34,522 2,590 0 0 0

비 72,508 25,138 7,778 19,132 19,315 1,146 0 0 0

시 도비 42,732 2,041 14,081 13,120 12,447 1,043 0 0 0

시･군･구비 9,680 2,372 473 3,676 2,760 401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사회복지분야(B) 92,811 97,788 97,762 110,607 124,921

사회복지분야비율(B/A) 47.07 50.48 46.99 48.33 50.89

인구수 (C) 252,039 255,419 254,720 255,692 253,526

1인당 사회복지비(B/C) 0.37 0.38 0.38 0.43 0.4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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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단체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비슷하며 복지수요 증가, 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50.89%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금정구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금정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45,496 55,246 22.5

(307-02)

245,496

2,686 1.09

사회단체보조 (307-03) 308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137 0.06

사회복지보조 (307-10) 47,579 19.38

민간자본보조 (402-01) 4,537 1.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 2】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민간이전 보조금 30,009 21,003 2,839 3,036 55,246

비율 (%) 15.22 10.84 1.36 1.33 22.50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

(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금(307-10)으로 변경되면서 2011~2012년에는 사회복지보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과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

되어 증액의 폭이 큽니다.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197,180 193,703 208,066 228,852 245,496

행사 축제경비 210 318 426 578 503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3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5,496 503 0.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0.11 0.16 0.20 0.25 0.21

▸ ‘09～’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행사 ․축제경비는 2013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5억3백만원입니다.

주요 행사로 구민체육대회((98백만원),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56백만원), 금정문화회관

2013년 11시 브런치 콘서트 ,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공연 ,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Block15공연, 발레‘호두까기인형’ 공연, 김세환․정훈희

․윤형주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171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