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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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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88 3,942 4,097 2,502 13,457 872 497 0 921
국   비 13,649 2,674 1,323 1,001 8,347 304 0 0 0
시･도비 2,857 252 731 617 1,074 146 37 0 0

시･군･구비 9,782 1,016 2,043 884 4,036 422 460 0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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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사회복지분야(B) 19,761 21,581 24,365 23,351 26,28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0.98 12.24 11.61 11.18 13.61
인구수 (C) 18,451 18,241 18,208 18,297 18,19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71 1,183 1,338 1,276 1,445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국가의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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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93,139

24,444 12.66

민간경상보조 (307-02) 3,450 1.79

사회단체보조 (307-03) 130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2,443 1.26

사회복지보조 (307-10) 4,590 2.38

민간자본보조 (402-01) 13,832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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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지방보조금(민간) 4723 5644 5125 23837 24444

비율 2.62 3.2 2.44 11.42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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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2014년 한해 동안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93,139 1,581 0.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행사･축제경비 2,958 3,733 3,518 1,439 1,581

비율 1.64 2.12 1.68 0.69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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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은 매년 개최되는 산나물축제, 지훈예술제, H.O.T 페스티벌 등의 주요행사가 있

으며, 격년으로 고추아가씨선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중 자치단체에 비하여 행사․축
제경비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