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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
활보장
(081)

취약계
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34,246 82,515 26,222 139,031 77,704 7,870 821 0 85

국비 198,274 66,831 12,590 72,949 42,223 3,682 0 0 0

도비 55,195 5,254 6,911 31,260 10,129 1,258 384 0 0

시비 80,777 10,430 6,721 34,822 25,352 2,930 437 0 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766,423 942,363 845,218 873,985 931,836
사회복지분야(B) 225,914 298,812 300,576 306,565 334,24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48 31.71 35.56 35.08 35.87
인구수(C) 631,532 635,007 641,525 645,894 648,86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358 471 469 475 515

☞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 확대로 ′09년

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2년에는 영유아 무상 보육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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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  고
계 931,836 29,505 3.17%

민간경상보조(307-02)

931,836

23,847 2.56%

사회단체보조(307-03) 2,480 0.27%

민간행사보조(307-04) 3,179 0.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단, 민간자본보조는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766,423 942,363 845,218 873,985 931,836

민간단체 보조금 51,130 58,614 51,817 27,330 29,505

비율(%) 6.70% 6.22% 6.13% 3.13% 3.17%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11년 예산편성부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운영방침에 따라 기준이내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 의무절감 시행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간

단체 지원액은 크게 감소하였음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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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766,423 942,363 845,218 873,985 931,836

행사·축제경비 6,774 8,170 5,931 5,593 4,966

비율(%) 0.90% 0.87% 0.70% 0.64% 0.53%

7-3. 행사․축제경비

201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

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931,836 4,966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운영 방침으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세출 의무절감 추진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