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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가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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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54 41,465 8,270 32,470 62,616 4,465 1,243 0 1,425

국 비 87,913 32,231 3,642 12,276 37,211 2,553 0 0 0

시 도비 20,022 2,991 566 10,682 4,925 553 118 0 187

시 군 구비 44,019 6,243 4,062 9,512 20,480 1,359 1,125 0 1,2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31,386 346,604 382,842 499,101 514,936

사회복지분야(B) 67,807 72,317 83,002 111,232 151,95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46 20.86 21.68 22.29 29.51

인구수 (C) 69,950 73,677 78,218 81,084 83,71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69 982 1,061 1,372 1,81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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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5,010 42,580 8.11%

민간경상보조 (307-02)

525,010

11,274 2.1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227 0.23%

민간행사보조 (307-04) 258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862 2.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435 2.56%

민간자본보조 (402-01) 3,524 0.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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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31,386 346,604 387,936 506,094 525,010

지방보조금(민간) 45,836 31,206 32,462 38,326 42,580

비율 13.83% 9% 8.37% 7.57% 8.11%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 [별지3]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648)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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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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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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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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121)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5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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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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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936 748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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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다리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축제경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31,386 346,604 382,842 499,101 514,936

행사 축제경비 1,017 1,146 3,167 3,559 748

비율 0.31% 0.33% 0.83% 0.71%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