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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09,619 83,307 63,637 131,113 118,353 6,167 5,869 0 1,173
국 비 257,667 74,107 34,535 68,330 77,480 2,950 0 0 265
시 도비 98,138 5,845 18,287 47,090 22,596 967 3,250 0 103
시 군 구비 53,814 3,355 10,815 15,693 18,277 2,250 2,619 0 8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71,748 498,275 559,382 601,484 669,893
사회복지분야(B) 271,216 312,555 333,509 354,005 409,618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49 62.73 59.62 58.86 61.15
인구수 (C) 514,656 531,395 530,982 536,578 537,16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27 588 628 660 76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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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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92,700

154,021 22.23

민간경상보조 (307-02) 5,260 0.76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24 0.05

민간행사보조 (307-04) 721 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498 2.0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2,391 19.11

민간자본보조 (402-01) 827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71,748 498,275 559,382 601,484 692,700

지방보조금(민간) 132,684 136,804 139,854 141,308 154,021

비율 28.13 27.46 25 23.49 22.2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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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5,259,677 5,257,482 

마을만들기사업 선정된마을만들기단체(44개단체) 80,978 80,978

2018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선정된마을공동체단체(13개단체) 50,376 50,376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된 사회단체 (13개 단체) 184,100 184,100

남동구문화예술회 정기전 지원사업 남동구문화예술회 18,000 18000

남동구문화예술회 무용분과 정기공
연 지원사업 남동구문화예술회 8000 8000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 남동문화원 22,046 22,046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한국미술작가회 외 8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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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협)마중물 문화광장 외 5 75,500 74,694

남동구체육회사업비지원 남동구체육회 7,000 7,000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저소득층 만5~18세 청소년 356,160 356,160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지
원금교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
중 선정된 29개소 65,227 65,227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통근버스)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483,400 483,400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숙사 지원)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스마일시스템(주)외 9개기업 1,390,493 1,390,49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채움에이치알디 외 10 171,110 171,110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스마일시스템㈜등10개사회적기업 304,760 304,760

마을기업 육성사업 인어스 협동조합, 예술인협동조합
문화발전소 80,000 79,363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약정체결한 구민채용기업
(146개업체) 505,213 505,213

해외지사화사업지원 ㈜기전사 외 14개사 30,000 30,000

공동브랜드상표사용지원 퐁듀크라상 외 8개사 18,000 18,000

기술개발장비사용료지원 플러스웰㈜ 외 7개사 14,626 14,626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마띠아 외 13개사 46,500 46,500

국내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플로우테크㈜ 외 13개사 27,400 27,400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 서문 외 9개사 4,500 4,500

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 구월시장 외 3개소 14,532 14,532

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 인천모래내전통시장상인회 43,200 43,200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농협손해보험(주) 14,499 14,499

2018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72,000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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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외 2 (3개단체) 8,664 8,664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신청 농업인 652 654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보조) 남동농협 14,000 14,000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자체) 남동농협, 남인천농협 8,757 8,75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과일간식 공급업체 108,071 108,071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110,649 110,649

수산물포장용기제작지원 소래어촌계장 8,000 8,000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 인천수협장, 옹진수협장 60,000 60,000

어선(선체)보험료지원 인천수협장, 옹진수협장 6,000 6,000

보훈단체 사업지원 광복회외 9개 보훈단체 125,040 124,925

청소년 우수 동아리 지원 선정된 청소년동아리(12개 단체) 13,750 13,75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290 5,290

2018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 기관 39,165 38,581

2018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지원사업 남동하부나비 외 13개 동아리 9,060 9,007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17,840 17,840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비지원 가천대학교길병원 3,840 3,840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기관운영비지원 가천대학교길병원 22,000 22,000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67,716 67,716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남동정신재활시설/마음자리 298,793 298,793

HACCP인증지원(컨설팅비용) 에이치앤에스 5600 5600

북한이탈주민사회정착교육및사회봉
사지원 새터민햇빛사랑회 7,150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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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북한이탈주민자녀학습지원프로그램'
무지개디딤돌' 인천새터민지원센터 8,000 8,000

북한이탈주민자녀를위한문화교실 (사)국제문화교류협회 4,020 4,018

행 사 명 행사
시기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720,774 720,304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 10월 인천광역시통리장
연합회남동지부 16,765 16,765

학교운동장등 사용료 지원 12월 남동구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37,500 37,500

남동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4월~1
0월 남동구체육회 179,930 179,460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4월 남동구체육회 60,000 60,000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5월 남동구체육회 9,930 9,930

전국체전 참가선수단(고등부) 격려 10월 남동구체육회 2,250 2,250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일반부) 격려 10월 남동구체육회 1,000 1,000

체육인의밤 행사 11월 남동구체육회 5,000 5,000

장애인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10월 남동구체육회 8,000 8,000

노인의날 행사비지원 9월
(사)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20,000 20,000

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및마을축제」 11월 만부마을주민협의체 13,418 13,418

[구월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1동체육회 6,192 6,192

[구월1동]제4회 전재울 문화축제 10월 구월1동체육회 13,807 13,807

[구월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2동 체육회 7,000 7,000

[구월2동]문화나눔행사 10월 구월2동 체육회 13,000 13,000

[구월3동]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3동 체육회 8,424 8,424

[구월3동]문화나눔행사 10월 구월3동 체육회 11,496 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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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행사
시기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구월4동]한마음 체육대회 3월 구월4동체육회 8,872 8,872

[구월4동]제4회 문화나눔행사 10월 구월4동체육회 8,912 8,912

[간석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1동체육회 9,474 9,474

[간석1동]문화나눔행사 9월 간석1동체육회 10,381 10,381

[간석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2동체육회 8,992 8,992

[간석2동]문화나눔행사 9월 간석2동체육회 9,000 9,000

[간석3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3동체육회 9,000 9,000

[간석3동]문화나눔행사 10월 간석3동주민
자치위원회 11,000 11,000

[간석4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4동체육회 9,946 9,946

[간석4동]문화나눔행사 10월 간석4동체육회 9,963 9,963

[만수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1동 체육회 9,000 9,000

[만수1동]문화나눔행사 10월 만수1동 체육회 11,000 11,000

[만수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2동체육회 8,717 8,717

[만수2동]문화나눔행사 10월 만수2동체육회 9,500 9,500

[만수3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3동체육회 7,926 7,926

[만수3동]문화나눔행사 9월 만수3동체육회 10,000 10,000

[만수4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4동체육회 10,000 10,000

[만수4동]문화나눔행사 10월 만수4동체육회 10,000 10,000

[만수5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5동체육회 8,742 8,742

[만수5동]문화나눔행사 9월 만수5동주민자치
위원회 7,113 7,113

[만수6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6동체육회 8,341 8,341

[만수6동]가을로 떠나는 문화나눔 이야기 10월 만수6동체육회 11,659 11,659

[장수서창동]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4월 장수서창운연동체
육회 9,995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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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
시기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장수서창동]장수서창운연동 문화나눔 행사 10월 장수서창운연동체
육회 9,994 9,994

[남촌도림동]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4월 남촌도림동체육회 7,787 7,787

[남촌도림동]어울림한마당 축제 10월 남촌도림동체육회 12,176 12,176

[논현1동]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4월 논현1동 체육회 8,896 8,896

[논현1동]제4회 문화나눔행사 10월 논현1동 체육회 10,857 10,857

[논현2동]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4월 논현2동 체육회 9,596 9,596

[논현2동] 문화나눔행사 10월 논현2동 체육회 10,276 10,276

[논현고잔동]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4월 논현고잔동
체육회 8954 8954

[논현고잔동]논현고잔동 문화나눔행사 11월 논현고잔동
체육회 10993 10993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청소년,학부모성교육및성평등의
식교육강사료

인구보건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6,000 6,000 0 우수

지역아동센터급식인력비지원 지역아동센터23개
소 178,910 178,910 0 우수

지역아동센터안전점검비 지역아동센터
42개소 5,068 5,068 0 우수

지역아동센터운동회비 지역아동센터 4,000 4,000 0 우수

문화체육행사지원
[행정복지센터 20개동]

동 체육회,
동주민자치위원회 368,109 368,109 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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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공동주택지원사업 17개 공동주택 412,736 412,736 0 매우우수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실적없음 0 0 0 미흡

해외지사화사업지원 중소기업 30,000 30,000 0 매우우수

공동브랜드상표사용지원 9개 업체(중소기업) 18,000 18,000 0 보통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 14개 업체 46,500 46,500 0 우수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8개 업체(중소기업) 14,626 14,626 0 보통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4개 중소기업 27,400 27,400 0 우수

공동작업장기능보강사업 노인인력개발센터 39,999 39,999 0 매우우수

노인의날행사비지원 (사)대한노인회인
천남동구지회 20,000 20,000 0 우수

노인회지회운영지원 (사)대한노인회인
천남동구지회 33,788 33,788 0 매우우수

경로의달행사비지원 관내 경로당 175개 52,497 52,497 0 우수

경로당기능보강(생활집기) 관내 경로당
163개소 120,000 120,000 0 우수

장애인복지관특화프로그램지원 장애인복지관 28,880 20,000 8,880 우수

장애인IT전문교육지원사업 인천장애인재활지
원센터 48,463 48,463 0 우수

농업용관정개발 농업인(10명) 45,482 45,482 0 우수

병충해방제농약지원 남인천농협 8,757 8,757 0 매우우수

남동문화원인건비(사무국장) 남동문화원 7,500 7,500 0 매우우수

전국체전참가선수단(일반부)지원 남동구 체육회 1,000 1,000 0 우수

남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 남동구 체육회 30,592 24,092 6,5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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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 29,645 20,000 9,645 매우우수

남동구체육회사업비지원 남동구 체육회 7,000 7,000 0 우수

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 지원 23개 종목별연합회 255,628 179,460 76,168 우수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남동구체육회 74,647 60,000 14,647 우수

종목별협회(연맹)동호인학교운동
장등사용료지원 19개 동호회 37,500 37,500 0 미흡

전국소년체전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체육회
(34개학교,143명) 9,930 9,930 0 우수

전국체전참가선수단(고등부)지원 남동구체육회(7개
학교 21명) 2,250 2,250 0 우수

우수(불우)체육선수및단체지원 남동구체육회(4개
학교 11명) 5,300 5,000 300 미흡

장애인전국체전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체육회(76명) 8,000 8,000 0 우수

남동구문화예술회지원(정기전시
회개최) 남동구예술회 20,608 18,000 2,608 매우우수

남동구문화예술회지원(전통무용
정기공연) 남동구예술회 14,000 8,000 6,000 매우우수

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보
조 국공립어린이집 170,000 170,000 0 우수

대체교사지원 국공립어린이집 3,748 3,748 0 보통

보육멘토활동비 우수어린이집 9,000 9,000 0 보통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
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385,090 385,090 0 우수

24시간어린이집 지정어린이집
4개소 8,000 8,000 0 우수

보육가족어울마당지원 어린이집연합회 10,000 10,000 0 우수

보육교사격려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사(364개소
1702명)

1,566,890 1,566,89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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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보육교사장기근속장려지원금
어린이집
보육교사(133개소
258명)

93,030 93,030 0 우수

어린이집보육장비비 어린이집(330개소) 99,311 99,311 0 우수

평가인증어린이집학습운영비 어린이집원장 192,000 192,000 0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37,500 37,500 0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15,000 15,000 0 우수

만월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만월종합사회복지관 3,498 3,498 0 우수

보훈단체사업지원 광복회 외 9개단체 124,924 124,924 0 우수

보훈단체 운영 광복회 외 9개단체 193,815 193,815 0 우수

영구임대단지사회복지관특화프
로그램지원

만수종합사회복지
관 10,000 10,000 0 우수

종합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지
원

만수,만월,성산,논
현복지관 60,000 60,000 0 우수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소형태
양광보급 지원사업)

주택 19,940 19,940 0 우수

신재생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35가구 31,450 31,450 0 우수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엔스외 63개업체 505,213 505,213 0 우수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세척지
원금교부 공동주택 29개소 65,227 65,227 0 우수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13개 사회단체 276,007 184,100 91,907 우수

사회단체운영비보조금 자유총연맹.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41,000 27,000 14,00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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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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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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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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내역은 없습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남동구마을만들기사업 44개 단체 81,283 80,983 300 우수

통ㆍ리장한마음체육대회 통장연합회 16,765 16,765 0 매우우수

우수학습동아리지원 13개동아리 10,578 9,007 1,571 매우우수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 논현종합사회
복지관외13개 기관 44,441 38,581 5,86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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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69,893 2,433 0.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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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매해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 소래포구축제 개최 및 문화예술시설인 소래아트

홀을 통한 기획 문화행사 개최로 유사자치구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71,748 498,275 559,382 601,484 669,893
행사 축제경비 1,283 1,469 1,811 1,397 2.433

비율 0.27 0.29 0.32 0.23 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