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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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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75 22,063 15,162 31,078 48,842 2,031 0 0 0

국   비 78,551 19,257 6,181 16,607 35,414 1,093 0 0 0

시･도비 31,614 1,747 8,204 10,555 10,349 759 0 0 0

시･군･구비 9,010 1,059 777 3,916 3,079 179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사회복지분야(B) 68,521 78,607 93,417 110,607 119,1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46.06 48.48 49.83 52.05 52.47
인구수 (C) 176,666 175,098 178,480 179,795 179,32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8 449 523 615 6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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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52%로 세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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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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27,125

19,398 8.54%

민간경상보조 (307-02) 2,015 0.8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93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566 0.2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644 4.6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708 2.51%

민간자본보조 (402-01) 272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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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지방보조금(민간) 24,975 17,459 32,199 17,951 19,398

비율 16.79% 10.77% 17.18% 8.45% 8.54%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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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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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353.4 351.7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4 4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7 7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34 33.9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26 26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21.2 2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10 10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6

수영사랑회연합회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3.5 3.5

수영구청년회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 7

자연보호의식 확산 및 실천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5.5 5.5

해수욕장정화 및 교통기초질서확립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수영구지회 3.5 3.5

민족통일 사회분위기조성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2.5 2.5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 2.8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2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7.5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체육회 4 4

구·군 대학간 협력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18 17.4

부산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 수영구 체육회 18 18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체육회 25 25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체육회 6 6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체육회 8 8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체육회 55 55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0 10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1 1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1.5 1.5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3.5 3.5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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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2 1.2

향사비(최영장군) 수영향우회 0.5 0.5

향사비(조씨할배당) 수영기로회 0.5 0.5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10 10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1.5 1.5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9 9

상이군경회 사업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2 2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수영구지회 2 2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영구지회 2 2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수영구지회 2 2

고엽제전우회 사업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영구지회 2 2

6.25참전유공자회 사업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수영구지회 2 2

월남참전자회 사업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수영구지회 2 2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566.5 566.2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2월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3.5 13.5

광안리어방축제 4월 수영구 축제추진위원회 459 459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8월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40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4월 국민생활체육 
부산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 15 14.7

드래곤보트 대회 9월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5월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30 30



46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과결과                                                (단위 : 백만원)

사업별 평과결과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14.9 4 10.9 우수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11 7 4 보통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58.6 34 24.6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38.8 26 12.8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40.2 21.2 19 보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18.6 10 8.6 우수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5 6 62.5 보통

수영사랑회연합회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6.5 3.5 3 우수

예 산 과 목 소  계 95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미만

총  계 84 20 43 21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5 4 26 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4 2 8 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 1 3 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3 3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4 9 5 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3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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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청년회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4 7 0.4 보통

자연보호의식 확산 및 실천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10.2 5.5 4.7 보통

해수욕장정화 및 
교통기초질서확립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수영구지회 6 3.5 2.5 보통

민족통일 사회분위기조성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11 2.5 8.5 우수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8 3 0.8 우수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5 0 우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8 0 우수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체육회 4 4 0 우수

구·군 대학간 협력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18 18 0 우수

부산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 수영구 체육회 18 18 0 우수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체육회 25 25 0 우수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체육회 6 6 0 우수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체육회 8 8 0 우수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체육회 62.5 55 7.5 매우우수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5 10 5 우수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18 1 17 보통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6.5 1.5 5 보통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6 3.5 2.5 보통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0 보통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0 보통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2 1.2 0 보통

향사비(최영장군) 수영향우회 0.5 0.5 0 우수

향사비(조씨할배당) 수영기로회 0.5 0.5 0 우수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10 10 0 우수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2 1.5 0.5 우수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18.4 9 9.4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사업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고엽제전우회 사업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영구지회 9.9 2 7.9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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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6.25참전유공자회 사업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월남참전자회 사업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수영구지회 2 2 0 보통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0 보통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0 우수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0 매우우수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0 매우우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수영구새마을회 34.8 30 4.8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12 6 6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부 16.8 4.8 12 보통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9 9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수영구지회 9 9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수영구지회 9 9 0 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수영구지회 14.4 9 5.4 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고엽제 전우회 수영구지회 22.2 7 15.2 우수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수영구지회 43 8 35 보통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유공전우회수영구지회 56.4 6 50.4 우수

광복회 운영비 지원 광복회 부산남부연합지회 2.5 2.5 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남부지회 3 3 0 보통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20.5 7.3 13.2 매우우수

수영구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사)수영구장애인협회 9.8 4.1 5.7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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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3.5 13.5 0 우수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40 0 우수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국민생활체육 
부산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 19 15 4 보통

드래곤보트 대회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0 우수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41.9 30 11.9 매우우수

□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3.4 3.4 0 우수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노인복지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9.9 8.7 1.2 매우우수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수영구 복지관 6 6 0 우수

경로당회장단선진지 견학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13 3.5 9.5 매우우수

노인연합 체육대회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2.3 2.3 0 매우우수

10월 경로의 달 행사 등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1.2 1.2 0 매우우수

장애인 자립활성화 지원 (사)수영구  장애인협회 20.2 9.9 10.3 매우우수

어린이집 원장 워크샵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2.8 2 0.8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마라톤 대회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11.5 9 2.5 매우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6.5 4.5 2 매우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6 4.5 1.5 우수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족지원사업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7.5 3 4.5 우수

광안리안전프로젝트 사업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5.4 5.4 0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사업비 지원 수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14.8 8 6.8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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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수영구 노인복지관 25 15 10 매우우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88개소 32.3 32.3 0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어린이집  88 소 11.8 11.8 0 매우우수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 노인복지관 방송장비구입 수영구 노인복지관 15.1 15.1 0 매우우수

기로회관 보조빔프로젝트 구입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2 2 0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60.7 20 40.7 보통

▸평가등급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4~90점), 보통(89~70점), 미흡(69~60점), 매우미흡(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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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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

가

수

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징검다리
납품용

차량

스타렉스디젤5인승 밴
스마트오토
유로6 기본형

2017 24 1 24
징검다리

(과정로 91번길 

19-2)

신규

취득

노인복지관 

식기세척기 

구입 지원사업

수영구

노인복지관

식기

세척기

세트

700*700*1400
RDW-600G

2017 3 1 3

수영구 

노인복지관 3층

(황령대로 

489번길 83)

신규

취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송림호
DGPS칼라
플로터겸 
어탐

12.1인치
(NF120DA)

2017 5 1 5
어선번호 :

9412258-6212902

신규

취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제비호 디젤엔진
94마력 M4D31T

[감속기 : 
DMT25AL/TK190]

2017 12 1 12
어선번호 :

9709008-6265000

신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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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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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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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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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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25 317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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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14

194 201
244

317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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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0.29

0.22 0.21

0.27
0.31

-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

200

400

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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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금액 유사지자체 금액 수영구 비율 유사지자체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행사･축제경비 614 194 201 244 317

비율 0.41% 0.12% 0.11% 0.11%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