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0조(운영재원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출연내역
- 인건비성 경비(급여, 제수당 등)
- 고유목적 사업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
- 행정운영 경비
○ 출연규모 : 세부내역은 2022년 본예산 편성시 별첨 제출
(단위: 천원, %)

구 분

출연금

본예산
요구)

2022
(

6,072,666

본예산
확정)

2021
(

6,065,256

증 감
7,410

- 2022 본예산(요구)은 ‘21. 9월 현재 요구액으로 심사·조정 후 확정 예정

3. 검토보고
가. 위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0조(운영재원 등)에 의거
문화재단 운영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교부
할 경우 미리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2022년도 본예산 요구 출연금은 60억 7,26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41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2년 본예산에 별첨으로 제출되어 심사
예정으로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
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
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
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