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7,444 7,969 3,668 18,595 25,149 448 643 0 974
국   비 30,447 5,531 1,033 8,256 15,437 190 0 0 0
시 도비 10,042 649 547 6,480 2,319 27 21 0 0

시 군 구비 16,955 1,789 2,088 3,859 7,393 231 622 0 9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26,550 255,753 265,568 283,968 296,633
사회복지분야(B) 34,832 39,010 41,207 47,307 57,44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37 15.25 15.52 16.66 19.37
인구수 (C) 62,094 63,051 63,458 64,606 65,17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61 619 649 732 88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증

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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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96,633

32,342 10.90%

민간경상보조 (307-02) 2,959 1%

사회단체보조 (307-03) 360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1,063 0.36%

사회복지보조 (307-10) 9,839 3.32%

민간자본보조 (402-01) 18,121 6.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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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6,550 255,753 265,568 283,968 296,633

지방보조금(민간) 9,376 4,311 4,266 33,099 32,342

비율 4.14% 1.69% 1.61% 11.66% 10.90%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14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96,633 1,023 0.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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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6,550 255,753 265,568 283,968 296,633

행사 축제경비 2,357 2,529 2,650 995 1,023

비율 1.04% 0.99% 1% 0.35% 0.34%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은 행사·축제경비로 매년 1%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군 평균에 비

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