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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07,892 21,681 134,139 37,700 4,920 3,572 3,791 615 1,476
국 비 123,068 17,221 86,536 16,279 1,141 1,028 0 228 635
시･도비 22,297 2,107 12,140 6,385 1,119 202 199 64 82
시･군･구비 62,527 2,353 35,463 15,036 2,660 2,342 3,592 323 7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93,454 617,839 882,832 868,990 909,700
사회복지분야(B) 137,934 143,281 170,751 199,590 207,89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24 23.19 19.34 22.97 22.85
인구수 (C) 108,432 107,581 106,474 104,545 103,14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72 1,332 1,604 1,909 2,0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어 사회복지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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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932,610

71,625 7.68

민간경상보조 (307-02) 15,610 1.6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09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3,259 0.3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1,769 2.3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679 2.86

민간자본보조 (402-01) 3,000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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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93,454 631,214 976,164 925,872 932,610

지방보조금(민간) 58,327 57,221 58,852 66,212 71,625

비율 9.83 9.07 6.03 7.15 7.6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798/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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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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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798/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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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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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700 7,754 0.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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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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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로 인해 20년에 시행하지 못했던 백제문화제(10억) 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비대면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93,454 617,839 882,832 868,990 909,700

행사･축제경비 2,080 6,609 6,144 5,198 7,754

비율 0.35 1.07 0.70 0.60 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