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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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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17 35,813 8,534 40,085 58,525 3,258 1,591 0 411
국 비 84,873 26,346 3,909 17,838 35,469 1,311 0 0 0
시･도비 21,287 3,363 636 12,032 4,535 354 174 0 193
시･군･구비 42,057 6,104 3,989 10,215 18,521 1,593 1,417 0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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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604 382,842 499,101 514,936 552,842
사회복지분야(B) 72,317 83,002 111,232 151,954 148,21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6% 21.68% 22.29% 29.51% 26.81%
인구수 (C) 73,677 78,218 81,084 83,718 85,17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82 1,061 1,372 1,815 1,74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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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75,869 45,782 7.95%

민간경상보조 (307-02)

575,869

10,990 1.91%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75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929 0.1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3,906 2.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240 2.82%

민간자본보조 (402-01) 2,343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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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6,604 387,936 506,094 525,010 575,869

지방보조금(민간) 31,206 32,462 38,326 42,580 45,782

비율 9% 8.37% 7.57% 8.11% 7.9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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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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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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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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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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7년 
벌집(벌통,
소초광 등)
지원사업 
외 9건

신00
10

(자부담
제외)

양봉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2021.8.9.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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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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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842 2025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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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생거진천문화축제, 농다리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으나, 2021년 생거진천문화축제 온라인 개최 등 일부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행사축제

경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6,604 382,842 499,101 514,936 552,842

행사･축제경비 1,146 3,167 3,559 748 2,025

비율 0.33% 0.83% 0.71% 0.15% 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