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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82,883 87,556 32,977 168,494 83,617 8,945 1,212 0 82
국   비 221,550 68,463 16,937 85,336 46,188 4,626 0 0 0
도   비 67,957 5,735 7,451 42,779 10,760 1,201 31 0 0
시   비 93,376 13,358 8,589 40,379 26,669 3,118 1,181 0 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A) 942,363 845,218 873,985 931,836 1,032,102

사회복지분야(B) 298,812 300,576 306,565 334,246 382,883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71 35.56 35.08 35.87 37.1

인구수 (C) 635,007 641,525 645,894 648,863 650,08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0.4 0.4 0.4 0.5 0.6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 확대로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체계 변경 등 복지정책 강화로 시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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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전주시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전주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1,032,102 104,447 10.12%
민간경상보조 (307-02)

1,032,102

26,051 2.52%
사회단체보조 (307-03) 2,854 0.28%
민간행사보조 (307-04) 2,814 0.27%
사회복지보조 (307-10) 40,060 3.88%
민간자본보조 (402-01) 32,668 3.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942,363 845,218 873,985 931,836 1,032,102

민간단체 보조금 58,614 51,817 27,330 29,505 104,447

비율 (%) 6.22% 6.13% 3.13% 3.17% 10.12%

  ‣ 2013년부터 사회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조금이 민간이전보조금 경비내역에 포함됨.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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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942,363 845,218 873,985 931,836 1,032,102

행사･축제경비 8,170 5,931 5,593 4,966 2,037

비율 (%) 0.87% 0.7% 0.64% 0.53% 0.2%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32,102 2,037 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하고 세출 의무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