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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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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349 30,665 139,471 79,347 90,696 19,562 3,588 20 3
국 비 218,895 25,657 88,448 41,513 51,401 11,867 0 10 0
시･도비 51,228 1,876 15,037 24,670 7,791 974 878 3 0
시･군･구비 93,226 3,132 35,986 13,164 31,504 6,721 2,71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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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사회복지분야(B) 175,543 204,715 255,726 383,875 363,34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07 32.62 32.5 38.41 35.78
인구수 (C) 254,073 250,516 248,276 245,754 241,21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1 817 1,030 1,562 1,50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전년도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축소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사회복지비는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1,033,815 66,562 6.44

민간경상보조 (307-02)

1,033,815

19,985 1.9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094 0.2

민간행사보조 (307-04) 1,313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8,322 3.7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438 0.24

민간자본보조 (402-01) 2,410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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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364 648,852 809,161 1,008,082 1,033,815

지방보조금(민간) 49,900 48,984 51,036 55,397 66,562

비율 7.98 7.55 6.31 5.5 6.4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별지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별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https://www.geoje.go.kr/yesan/index.geoje?menuCd=DOM_000009301005003013&&cpath=%2F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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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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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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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정훈
기업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

’21.11.3

보조금 
환수명령(4),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5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https://www.geoje.go.kr/yesan/board/list.geoje?boardId=BBS_0000657&menuCd=DOM_000009301007000000&contentsSid=12732&cpath=%2F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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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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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511 3,311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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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축제를 축소 개최하여 전면 축제 취소 했던 전년도에 

비해 지출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행사･축제경비 1,424 5,256 7,496 1,645 3,311

비율 0.23 0.84 0.95 0.16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