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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

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동구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99개)-단위사

업(20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남동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2 99 149 19 97 33 956,106 317,361 638,745
대변인 1 1 1 0 1 0 665 0 665

소통협력담

당관
1 1 3 0 3 0 32 36 △5

감사실 1 1 1 0 1 0 67 67 0
정책기획국 1 13 15 3 8 4 50,565 0 50,565
자치행정국 1 17 23 3 15 5 120,452 135,049 △14,598
재정경제국 1 16 25 3 19 3 22,514 34,408 △11,894
주민복지국 1 20 34 2 25 7 547,651 0 547,651
환경교통국 1 11 19 7 7 5 97,219 0 97,219
도시건설국 1 11 18 0 13 5 79,230 110,610 △31,379
의회사무국 1 1 2 1 0 1 1,262 1,963 △701
남동산단지

원사업소
1 1 1 0 1 0 3,117 2,439 678

남동다문화

사업소
0 0 0 0 0 0 0 4,073 △4,073

보건소 1 6 7 0 4 3 24,213 20,305 3,907
동 0 0 0 0 0 0 9,120 8,409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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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512,084 2,829,922 317,839 1,501,522

부채 총계 26,845 25,801 △1,044 38,883

비용 총계 786,016 1,047,251 261,236 780,539

수익 총계 793,987 1,047,466 253,479 815,39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namdong.co.kr → 행정정보공개 → 결산 → 재무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http://www.namd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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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되며, 남동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

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동구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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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2,616 61,591 98.3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9 401 9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170 61,154 98.36

자치단체 특화사업 37 36 97.47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namdong.go.kr)→예산정보→결산→결산현황→2020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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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동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7 371,500 4 353,275 353,275 3 18,225 18,225

2019년(B) 45 1,068,280 15 820,122 820,122 30 248,158 248,158

증감(A-B) △38 △696,780 △11 △466,847 △466,847 △27 △229,933 △22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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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번

유
형
구
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
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총 계 -

1 ③

2020 남촌동 

소규모재생

사업 축제

2020.10.

24.~2020

.10.24.

함께하는 남촌이야기 

온라인 비대면 축제 40,000 0 40,000

도시

재생

과

032-

453-

2807

2 ②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2020.11.

14.~2020

.11.14.

 (김장나눔)동별 자생

단체 참여 이웃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김장체험)우리가족 

김장담그기 행사는 비

대면 행사로 대체

204,514 0 204,514

문화

관광

과

453-

2143

3 ③

지역특화

관광축제

( 서 창 별

빛거리)

2020.12.

18.~2021

.02.19.

서창2지구 일원 별빛거리 

조성, 포토존 설치

크리스마스 트리거리 조성

코로나 극복 희망 영

상메세지 제작송출

87,641 0 87,641

문화

관광

과

032-

453-

2142

4 ⑥ 남동토론회

2020.12.

08.~2020

.12.08.

-토론주제 : 민선7

기 2년 반 성과, 그리

고 앞으로 1년 반!
-토론방식 : 온라인 

화상토론

9,200 0 9,200

소통

협력

담당

관

032-

453-

2962

5 ⑥

사회적경

제이음밤

야마켓

2020.09.

07.~2020

.10.31.

온라인 라이브커러스

를 이용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

21,120 0 21,120

일자

리정

책과

032-

453-

2492

6 ③
주민자치

회발대식

2020.12.

01.~2020

.12.31.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

식 개최
2,796 0 2,796

총무

과

032-

453-

2202

7 ⑥

남 동 구 

평생학습 

성과공유

회 러닝

콘서트

2020.12.

14.~2020

.12.31.

체험․특강 6개, 작품 

전시 40개, 발표 1회
6,229 0 6,229

평생

교육

과

032-

453-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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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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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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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동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서창2동 청사 신축 7,541 2015. 8. ~ 2020. 1. (4년 6개월) 행정복지센터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12,603 2017. 4. ~ 2020. 8. (3년 3개월) 행정복지센터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 1,660 2019. 4. ~ 2020. 4. (1년) 복지시설

평생학습관 증축 3,712 2018. 11. ~ 2020. 9. (2년 10개월) 복지시설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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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서창2동 청사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무과, 윤성아, 453-2813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3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서창2동 인구
36,042명(2018.12.기준) 40,040명(2020.8.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10명/  16명        17명 / 20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서창2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장수서창동으로부터 서창2동 분동에 따른 
청사 신축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 8. ~ 2019. 12. ( 4년 5개월 )

준공     2015. 8. ~ 2020.  1. ( 4년 6개월 )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설계공모, 공사 경쟁입찰

추정(예정)가격 4,128백만원 계약금
액

3,552백만원 낙찰율 86.04%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2020 1,400㎡ 709.31㎡ 2,628.37㎡ 1/3 행정복지센터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7,541 7,541

Y-3 이전 1,887

Y-2 2,827

Y-1 2,827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1,563

 2) 설계비 324

 3) 감리비 62 62

 4) 공사비 2,758 2,758

 5) 기타부대비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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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5. 12. 가결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2015. 10. 가결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 12. 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8. 04. 자체

착공 2018. 11. 자체

준공 2020. 01.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4,921,441,210 민원실, 문서고, 동장실, 대강당, 강의실, 다
목적실, 지하주차장, 창고, 동대본부, MDF실

단위비용(원/㎡) 1,872,430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2,936,860,992
‧ 골조 : 철근콘크리트
‧ 외부 : 평지붕, 노출콘크리트패널,

와이드 점토벽돌
‧ 내부 : 바닥, 벽, 천정 등
- 바닥:고강도테라죠타일,화강석,단풍나무

후로링, 강마루 데코타일 등
- 천정:AL천정재,석면석고천장재,친환경

수성페인트
‧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

단위비용(원/㎡) 1,117,370

점유율(%) 59.67

기 계

금액(원) 598,579,292 ‧주요 장비 : 순간온수기, 냉난방기, 전열교
환기, 연료전지, 승강기
‧ 환기설비 : 전열교환기
‧ 배관 : 옥외, 기계실, 공조, 위생, 급수급
탕, 오배수, 가스배관 등
‧ 기타 바닥난방, 연도, 기계소방 등

단위비용(원/㎡) 227,738

점유율(%) 12.16

전 기

금액(원) 516,739,900 ‧ 태양광발전
‧ 자동승강조명장치, 수변전, 전력간선, 케이
블트레이
‧ 투광등 및 실내조명
‧ 옥외 보안등주 및 옥상 조경등

단위비용(원/㎡) 196,600,89

점유율(%) 10.49

통 신

금액(원) 240,245,540 ‧ 구내 통신선로 및 비상벨
‧ 전관방송 AV 설비
‧ CCTV
‧ 대강당 방송설비

단위비용(원/㎡) 91,404

점유율(%) 4.88

소 방

금액(원) 174,803,000 ‧ 자동화재탐지설비
‧ 유도등, 시각경보기
‧ 소화장비
‧ 스프링클러

단위비용(원/㎡) 66,506

점유율(%) 3.55

부대시설
(토목,조

경)

금액(원) 454,212,486 ‧ 가시설공사, 토공, 하수공, 포장
‧ 단풍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주목,
자산홍, 맥문동, 회양목
‧ 투수블럭

단위비용(원/㎡) 172,811

점유율(%)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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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무과, 이병성, 453-2812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4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남동구 인구
534,056명(2019. 4.기준) 528.255명(2020. 8.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명/        명        명/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1994 992㎡ 985.11㎡ 1/4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노후 및 협소 청사 이전 신축,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신축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7. 4. ~ 2020. 6. ( 3년 2개월 )

준공 2017. 4. ~ 2020. 7. ( 3년 3개월 )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설계공모, 공사 경쟁입찰

추정(예정)가격 7,035백만원 계약금액 6,038백만원 낙찰율 85.8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2020 2,028.9㎡ 4,865㎡ 1/4 행정복지센터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2,603 3,000 1,500 8,103

Y-3 이전 6,153 3,000 3.153

Y-2 3,815 1,500 2,315

Y-1 2,635 2,635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1,545 515 512

 2) 설계비 284

 3) 감리비 417

 4) 공사비 3,503 4,436

 5) 기타부대비 139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5.,12.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 - 자체

투융자심사 2016. 8. 승인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 12. 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7. 3. 자체

착공 2019. 4. 자체

준공 2020. 7. 자체



76 2021년 지방재정공시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7,924,246,700 민원실, 문서고, 동장실, 대강당, 강의실, 다
목적실, 지하주차장, 창고, 동대본부, MDF실

단위비용(원/㎡) 1,592,813

점유율(%) 100

건 축
·

기 계

금액(원) 6,407,209,450

‧ 골조 : 철근콘크리트
‧ 외부 : 평지붕, 노출콘크리트패널,

와이드 점토벽돌
‧ 내부 : 바닥, 벽, 천정 등
- 바닥:고강도테라죠타일,화강석,단풍나무

후로링, 강마루 데코타일 등
- 천정:AL천정재,석면석고천장재,친환경

수성페인트
‧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
‧ 주요 장비 : 순간온수기, 냉난방기, 지열
설비, 승강기
‧ 환기설비 : 전열교환기
‧ 배관 : 옥외, 기계실, 공조, 위생, 급수급
탕, 오배수, 가스배관 등
‧ 기타 바닥난방, 연도, 기계소방 등

단위비용(원/㎡) 1,287,881

점유율(%) 81

전 기

금액(원) 714,664,300 ‧ 태양광발전
‧ 자동승강조명장치, 수변전, 전력간선, 케
이블트레이
‧ 투광등 및 실내조명
‧ 옥외 보안등주 및 옥상 조경등

단위비용(원/㎡) 143,651

점유율(%) 9

통 신

금액(원) 383,029,850 ‧ 구내 통신선로 및 비상벨
‧ 전관방송 AV 설비
‧ CCTV
‧ 대강당 방송설비

단위비용(원/㎡) 76,991

점유율(%) 5

소 방

금액(원) 419,343,100 ‧ 자동화재탐지설비
‧ 유도등, 시각경보기
‧ 소화장비
‧ 스프링클러

단위비용(원/㎡) 84,290

점유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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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무과, 이병성, 453-2812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1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남동구 인구
533,560명(2019. 9. 기준) 531,526명(2020. 4.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명/        명        명/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규모 확대로 시설 보완 및 확충을 위한 신축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9. 4. ~ 2020. 4. (1년)

준공 2019. 4. ~ 2020. 4. (1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설계용역 경쟁입찰, 공사 경쟁입찰

추정(예정)가격 1,126백만원
계약금

액 989백만원 낙찰율      87.91%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2020년 350.7㎡ 776.84㎡ -/4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660 1,660

Y-3 이전

Y-2

Y-1 1,660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3) 감리비 54

 4) 공사비 1,600

 5) 기타부대비 6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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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1,306,137,330 사무실, 다목적실, 창고, MDF실

단위비용(원/㎡) 1,681,347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1,093,031,110

‧ 골조 : 철근콘크리트
‧ 외부 : 평지붕, 노출콘크리트패널,

와이드 점토벽돌
‧ 내부 : 바닥, 벽, 천정 등
- 바닥:고강도테라죠타일,화강석,단풍나무

후로링, 강마루 데코타일 등
- 천정:AL천정재,석면석고천장재,친환경

수성페인트
‧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
‧ 주요장비 : 순간온수기, 냉난방기, 승강기
‧ 환기설비 : 전열교환기
‧ 배관 : 공조, 위생, 급수급탕, 오배수
‧ 기타 바닥난방, 연도, 기계소방 등

단위비용(원/㎡) 1,407,022

점유율(%) 83.68

전 기

금액(원) 116,994,220 ‧ 자동승강조명장치, 수변전, 전력간선, 케
이블트레이
‧ 투광등 및 실내조명
‧ 옥외 보안등주 및 옥상 조경등

단위비용(원/㎡) 150,603

점유율(%) 8.96

통 신

금액(원) 64,315,400 ‧ 구내 통신선로 및 비상벨
‧ 전관방송 AV 설비
‧ CCTV
‧ 대강당 방송설비

단위비용(원/㎡) 82,791

점유율(%) 4.92

소 방

금액(원) 31,796,600 ‧ 자동화재탐지설비
‧ 유도등, 시각경보기
‧ 소화장비단위비용(원/㎡) 40,931

점유율(%)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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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증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무과, 윤성아, 453-2813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6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남동구 인구
533,560명 (2019. 9. 기준) 527,515명(2020. 9.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명/        명        명/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2014년 3,715.2㎡ 6,033.64㎡ 1/4

청사신축 필요성 기능전환 및 용도 변경에 따라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8. 11. ~ 2020. 7. ( 1년  8개월)

준공 2018. 11. ~ 2020. 9. ( 1년 10개월)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설계용역 경쟁입찰, 공사 경쟁입찰

추정(예정)가격 2,581백만원
계약금

액 2,230백만원 낙찰율      86.41%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증축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2020년 3,715.2㎡ 1,809.9㎡ -/4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3,712 3,712

Y-3 이전

Y-2

Y-1 2,909

준공연도(Y) 803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 -

 2) 설계비 - -

 3) 감리비 152 -

 4) 공사비 2,747 801

 5) 기타부대비 10 2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8. 10.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18. 11. 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9. 6. 자체

착공 2019. 9. 자체

준공 2020. 7.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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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3,359,432,490 사무실, 교육실, 다목적실,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단위비용(원/㎡) 1,696,589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2,477,316,990 ‧ 골조 : 철근콘크리트
‧ 외부 : 평지붕, 노출콘크리트패널,

와이드 점토벽돌
‧ 내부 : 바닥, 벽, 천정 등
- 바닥:고강도테라죠타일,화강석,단풍나무

후로링, 강마루 데코타일 등
- 천정:AL천정재,석면석고천장재,친환경

수성페인트
‧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
‧ 주요장비 : 승강기, 냉난방기
‧ 환기설비 : 전열교환기
‧ 배관 : 옥외, 공조, 위생, 오배수
‧ 기타 기계소방 등

단위비용(원/㎡) 1,251,101

점유율(%) 73.84

전 기

금액(원) 517,321,600 ‧ 자동승강조명장치, 수변전, 전력간선, 케
이블트레이
‧ 투광등 및 실내조명
‧ 옥외 보안등주 및 옥상 조경등

단위비용(원/㎡) 261,259

점유율(%) 15.4

통 신

금액(원) 134,218,250 ‧ 구내 통신선로 및 비상벨
‧ 전관방송 AV 설비
‧ CCTV
‧ 대강당 방송설비

단위비용(원/㎡) 67,783

점유율(%) 4

소 방

금액(원) 230,575,650 ‧ 자동화재탐지설비
‧ 유도등, 시각경보기
‧ 소화장비
‧ 스프링클러

단위비용(원/㎡) 116,446

점유율(%)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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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동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44 122,870 735 55,518 50.90 45.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2 70 567 518 735

금액 1,264 1,238 29,043 15,736 55,51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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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남동

소래아트홀
2010.12.31 9,994 9,429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소래

아트홀
위탁 18 9,449 31,281 136 2,394 21,231 40 1,195 45 △1,150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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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6 6 - - 6 - 2 4 6 6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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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남동구는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시·도가 아니므로 교부실적이 없습니

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

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557 1,398 54.6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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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감사결과

우리 남동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인천광역시 2020-02-10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조사
출 장 여 비 부 당 수 령
행정상 주의
부당하게지급된여비
850,000원재정상회수

이행완료

인천광역시 2020-04-21 특 수 직 무 ( 민 원 업 무 ) 수 당부당지급

수당 부당지급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부당하게지급된수당
33,364,700원재정상회
수

이행완료

인천광역시 2020-07-14 특수직무(사회복지업무)수당부당지급

수당 부당지급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부당하게지급된수당49
0,000원재정상회수

이행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