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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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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445 89,701 97,602 136,323 153,569 7,352 6,553 0 1,347
국 비 314,016 80,086 60,240 69,598 100,102 3,690 0 0 299
시 도비 111,015 6,415 23,567 47,780 29,254 683 3,158 0 159
시 군 구비 67,414 3,200 13,795 18,945 24,213 2,979 3,395 0 8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사회복지분야(B) 312,555 333,509 354,005 409,618 492,445

사회복지분야비율(B/A) 62.73 59.62 58.86 61.15 61.44
인구수 (C) 531,395 530,982 536,578 537,161 532,70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88 628 660 763 92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는 유사자치구에 비해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다소 높으나,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영유아ㆍ노인복지비 증가와 북한

이탈주민 및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관련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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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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17,092

164,668 20.15

민간경상보조 (307-02) 6,040 0.7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536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577 0.0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939 1.8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1,627 17.33

민간자본보조 (402-01) 948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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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98,275 559,382 601,484 692,700 817,092

지방보조금(민간) 136,804 139,854 141,308 154,021 164,668

비율 27.46 25 23.49 22.23 20.15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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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040,774 5,841,407

마을만들기사업
선정된 
마을공동체(33
개 단체)

81,823 81,823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성립전)
선정된 
마을공동체(18
개 단체)

63,483 63,48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된 
사회단체(15개 
단체)

176,064 176,0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인천광역시남동
구협의회

8,150 8,150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마
중물"

인천새터민지원
센터 15,000 15,000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교육 및 사회봉사 
지원

새터민햇빛사랑
회 8,190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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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문화교실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협
회

5,000 4,998

보훈단체사업지원 광복회 외 
9개보훈단체 148,897 148,897

남동구문화예술회 정기전 지원사업 남동구문화예술
회 18,000 17,936

남동구문화예술회 무용분과 정기공연 지원
사업

남동구문화예술
회 8,000 8,000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 남동문화원 22,046 22,046

남동문화원 사업비 지원사업 남동문화원 31,874 31,874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개인 및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19,900 19,900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게일앤스톰 
커뮤니티 외 
9개업체

67,700 67,70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선정된 
대상자(780명) 380,800 380,80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선정된 
대상자(22명) 1,920 1,920

체육시설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설치
비지원

하차벨 
신청차량 
(150대)

22,500 22,500

청소년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선정된 동아리 
12개 14,999 14,99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재)인천 YMCA
청소년 
재단(구성인원 
60명)

6,000 6,000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지원금 
교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 중 
선정된 36개소

65,760 65,76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닝컴퍼니 
등 25개 
(예비)사회적기
업

1,288,286 1,2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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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

㈜모닝컴퍼니 
등 13개 
(예비)사회적기
업

177,714 177,71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까레몽협동조합 
등 15개 
(예비)사회적기
업

300,130 299,130

마을기업육성사업 인어스협동조합 30,000 30,000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관내 제조업체 
85개업체 189,971 189,97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통근버
스)

(사)남동국가산
업단지경영자협
의회

660,000 624,27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기숙사) 인천테크노파크 280,000 270,813

해외지사화사업지원 뉴한일정밀 외 
14개사 30,000 30,000

공동브랜드상표사용지원 나노조명 외 
3개사 8,000 8,000

기술개발장비사용료지원 인코스㈜ 외 
8개사 14,404 14,404

국내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리치케미칼 
외 14개사 29,725 29,725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 선미덕 외 8인 4,500 4,500

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 구월시장상인회 
외 3 13,883 13,883

배송센터운영지원 인천모래내전통
시장상인회 43,200 43,200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농협손해보험㈜ 15,313 15,31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협생명보험㈜ 15,176 15,176

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 관내생산농산물
수출농가(단체) - -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 관내생산농산물
수출농가(단체) - -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외 2개사 12,204 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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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교
육문화정보원 9,900 9,900

논타작물재배지원 윤원진 471 47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주)케이경영연
구소 15,000 15,000

도시농업지원센터지원 (사)인천도시농
업네트워크 40,000 40,000

유기질비료 지원 지역농협(9개소
) 546,532 546,532

토양개량제 지원 남동농협경제사
업장 2,874 2,874

유기농업자재 지원
남동농협경제사
업장,
인천원예농협

4,782 4,782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인증농가(4농가
)

1,022 1,02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8농가
)

2,415 2,415

벼보급종공급 남동농협,
남인천농협 1,508 1,508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남동농협경제사
업장 1,381 1,381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보조) 남동농협 9,000 9,000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자체) 남동농협,
남인천농협 11,681 11,68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나나스푸드

119,699 3,161

축산환경개선사업 관내 축산농가 1,760 1,760

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 관내 축산농가 8,844 8,844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169 169

우량 모돈 교체 관내 축산농가 5,100 5,100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 관내 승마장 148,483 1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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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양봉기자재 지원 관내 양봉농가 22,920 22,920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관내 양봉농가 400 400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인천수협장,
옹진수협장 131,002 131,002

어선(선체)보험료지원 인천수협장,
옹진수협장 30,000 30,00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만월종합사회복
지관 외 12개 
기관

39,398 39,330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큰그림 외 13개 
동아리 9,312 8,592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만수,
만월종합사회복
지관,
사랑나무희망나
눔협회

24,140 24,140

평생학습실천공동체 지원사업 오방색모꼬지외 
2개 모임 5,000 5,000

작은도서관실버프로그램지원 사립작은도서관 
8개소 15,214 14,717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미집행 - -

만부마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미집행 - -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간석3동 
간석순찰맘 71,000 69,891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가천대 길병원 3,840 3,84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가천대 길병원 16,000 16,000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68,740 68,740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남동정신재활시
설그루터기/마
음자리

393,400 380,157

정신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
남동정신재활시
설그루터기/마
음자리

1,175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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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577,620 511,655

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 1~12월 남동구체육회 180,000 180,000

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 1~12월 남동구체육회 68,850 68,850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4월 남동구체육회 67,000 67,000

전국소년체전 5월 남동구체육회 9,815 9,815

전국체전 10월 남동구체육회 2,700 2,700

장애인전국체전 10월 남동구체육회 7,540 7,540

각종 남동구행사(소래포구 축제 등) 1~12월 남동구체육회 7,000 7,000

노인의날 10월 (사)대한노인회인천남동구지회 13,000 13,000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축제한마당 10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3,000 2,991

마을공동체행사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미집행 0 0

남동헤어뷰티페스티벌 9월 대한미용사회인천남동구지회 31,994 31,994

[구월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1동 체육회 9,500 9,500

[구월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2동 체육회 9,500 9,500

[구월3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3동 체육회 9,176 9,176

[구월4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구월4동 체육회 9,500 9,353

[간석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1동 체육회 9,421 79

[간석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2동 체육회 9,500 9,500

[간석3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3동 체육회 9,500 0

[간석4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간석4동 체육회 9,500 9,499

[만수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1동 체육회 9,500 0

[만수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2동 체육회 9,484 16

[만수3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3동 체육회 9,420 80

[만수4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4동 체육회 9,200 0

[만수5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5동 체육회 9,187 9,187

[만수6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만수6동 체육회 8,697 8,697

[장수서창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장수서창동 체육회 9,500 9,500

[서창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서창2동 체육회 9,500 9,500

[남촌도림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남촌도림동 체육회 9,499 9,499

[논현1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논현1동 체육회 8,658 8,658

[논현2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논현2동 체육회 9,000 9,000

[논현고잔동]한마음 체육대회 4월 논현고잔동 체육회 9,47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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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경상
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9,380 8,150 1,230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정운영
비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000 1,000 0 우수

평생학습실천공동체지원사업

오방색모꼬지,
발달장애인ABA
부모모임,
놀터원정대

4,997 4,997 0 매우우수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주관행
사지원

남동작은도서관
협의회

2,991 2,991 0 우수

남동문화원인건비(사무국장,사
무과장. 사무직원,4대보험,
퇴직적립금)

남동문화원 115,234 115,234 0 우수

남동문화원운영비(일반수용비,공
공요금 및제세,차량선박비)

남동문화원 13,530 13,530 0 우수

남동문화원사업비
(구민문화강좌)

남동문화원 13,000 13,000 0 우수

남동문화원사업비
(지역당제행사)

남동문화원 5,000 5,000 0 우수

남동문화원사업비
(제7회남동문화예술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13,874 13,874 0 우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9,900 19,900 0 우수

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지원 남동구체육회 59,983 59,983 0 우수

남동구체육회행사비지원 남동구체육회 7,000 7,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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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해외지사화사업지원
웰빙헬스팜 외
14개 업체

30,000 30,000 0 매우우수

농업용관정지원사업(대형) 백정봉 외 4 51,120 35,000 16,120 매우우수

농업용관정지원사업(소형) 윤동진 외 4 14,576 10,500 4,076 매우우수

만월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
강사업
(엘리베이터로프교체)

만월종합
사회복지관

1,815 1,815 0 매우미흡

이동복지관프로그램운영지원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15,475 15,475 0 우수

이동복지관프로그램실장비구입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16,388 16,388 0 매우우수

이동복지관프로그램실개보수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8,234 8,234 0 매우우수

보훈단체사업지원(재향군인회)
남동구
재향군인회

30,542 30,542 0 우수

보훈단체 운영(재향군인회)
남동구
재향군인회

15,120 15,120 0 우수

공동작업장기능보강사업
노인인력
개발센터

32,000 32,000 0 매우미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교통수당)

남동구
노인복지관

26,924 26,924 0 매우미흡

노인의날행사비지원
(사)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13,000 13,000 0 매우우수

다문화가족특화사업추가지원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267 17,267 0 우수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문화체험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00 5,000 0 우수

아이돌봄지원사업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33 5,933 0 매우미흡

민간가정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
료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1,252,092 1,252,092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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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35,000 35,000 0 우수

보육교직원힐링문화행사지원 보육교직원연합회 9,600 9,600 0 우수

남동뷰티페스티벌
(사)대한미용사회
인천남동구지회

39,994 31,994 8,000 우수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주)화인써키트
외 90개 업체 189,971 189,971 0 우수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사)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인천남동구지회
외 15개 단체

176,065 176,065 0 우수

사회단체운영비보조금 자유총연맹.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27,000 27,000 0 우수

남동구마을만들기사업 31개 단체 81,975 81,975 0 우수

우수학습동아리지원 큰그림 외 13개
동아리 8,591 8,591 0 매우우수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기관 44,479 39,398 5,081 매우우수

남동구문화예술회지원
(정기전시회개최 및
전통무용정기공연)

남동구예술회 32,611 25,936 6,675 우수

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 지원 23개 종목별
연합회 253,898 179,000 74,898 우수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남동구체육회 79,000 67,000 12,000 우수

각종체육인행사등 지원
(전국소년체전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체육회
(30개학교151명) 9,815 9,815 0 우수

각종체육인행사등 지원
(전국체전참가선수단(고등부)지원)

남동구체육회
(3개학교18명) 2,700 2,700 0 우수

장애인전국체전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체육회
(23개종목58명) 7,540 7,540 0 우수

남동구체육회운영지원 남동구체육회 64,775 64,775 0 우수

공동브랜드상표사용지원 나노조명 외 3개
업체(중소기업) 8,000 8,000 0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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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삼영금속 외 8개
업체(중소기업) 14,404 14,404 0 매우우수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범일산업(주) 외
14개중소기업 29,725 29,725 0 매우우수

신재생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보
급사업-주택지원사업) 김완성 외 24명 30,000 30,000 0 우수

신재생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보
급사업-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66가구 19,800 19,800 0 우수

병충해방제농약지원 남동농협 14,602 11,681 2,921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인건비,수용비,분과회의수당)

남동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8,163 28,163 0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남동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5,202 35,202 0 우수

영구임대단지사회복지관특화프
로그램 지원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8,000 8,000 0 매우우수

종합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지
원

만수,만월,성산,
논현복지관 59,000 59,000 0 우수

보훈단체사업지원(광복회외
8개 보훈단체)

광복회 외
9개 단체 107,964 107,964 0 우수

보훈단체 운영
(광복회 외 8개보훈단체)

광복회 외
9개 단체 207,020 207,020 0 우수

경로의달행사비지원 관내 경로당
179개소 53,700 53,700 0 우수

경로당기능보강(생활집기) 관내 경로당
163개소 213,000 213,000 0 우수

노인회지회운영지원 (사)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51,372 51,372 0 매우우수

장애인복지관특화프로그램지
원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10,000 10,000 0 우수

장애인IT전문교육지원사업 인천장애인재활
지원센터 43,000 43,000 0 우수

청소년,학부모성교육 및
성평등의식교육 강사료

인구보건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5,000 5,000 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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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참고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지역아동센터안전점검비 가온지역아동센터
외 41개소 5,740 5,740 0 매우미흡

지역아동센터운동회비 가온지역아동센터
외 41개소 4,000 4,000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급식인력비지
원

가온지역아동센터
외 21개소 302,302 302,302 0 보통

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보조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126,201 126,201 0 우수

24시간어린이집 지정어린이집
4개소 7,200 7,200 0 우수

보육가족어울마당지원 어린이집연합회 9,000 9,000 0 우수

보육교사장기근속장려지원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137개소263명)
94,920 94,920 0 우수

보육교사격려수당 어린이집보육교사
(347개소1,643명) 1,520,000 1,520,000 0 우수

평가인증어린이집학습운영비 어린이집원장 184,850 184,850 0 보통

어린이집보육장비비 어린이집(330개소) 95,859 95,859 0 보통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세척지
원금 교부

간석이삭아파트
외 35개소 65,760 65,760 0 우수

공동주택지원사업 81개 공동주택 486,816 486,816 0 우수

문화체육행사지원
[행정복지센터 20개동] 동 체육회 272,075 272,0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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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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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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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555 3,403 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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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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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행사 축제경비 1,469 1,811 1,397 2,433 3,403

비율 0.29 0.32 0.23 0.36%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