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예비비지출

2021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871,924,000 원으로서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 사업 외  35 건  1,772,679,000 원을 지출결정하여 1,548,290,112 원을 지출하고

0 원을 이월하였으며 224,388,888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669,128,000 원으로서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 사업 외  35 건  1,772,679,000 원을 지출결정하여 1,548,290,112 원을 지출하고

0 원을 이월하였으며 224,388,888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2.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2,796,000 원으로서

사업 외  0 건  0 원을 지출결정하여 0 원을 지출하고

0 원을 이월하였으며 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비비사용 총괄조서
(단위: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일반회계

합계 8,669,128,000 1,772,679,000 1,548,290,112 224,388,888

801-01 일반예비비 2,964,115,000 916,310,000 840,477,590 75,832,410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4,253,013,000 856,369,000 707,812,522 148,556,478

801-03 내부유보금 1,452,000,000

기타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계 500,000

801-01 일반예비비 500,000

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소계

801-03 내부유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소계 201,096,000

801-01 일반예비비 201,096,000

수질개선

소계 1,200,000

801-01 일반예비비 1,200,000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916,310,000 840,477,590 75,832,410

총무과 조직 및 인력관리 일 중심의 조직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23,800,000 23,800,000 2021-04-06 2021-07-15

코로나19 백신접종(75세이상 어르신)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접종 이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함

총무과 시책개발 및 운영 시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40,000,000 188,766,700 51,233,300 2021-04-06 2021-05-26
코로나19 백신접종(75세이상 어르신)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접종 이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함

총무과 일선행정운영
2020 
정부긴급재난지원
금 정산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00 2,000,000 2021-12-30 2021-12-30
2020년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중 관내 거주불명자가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수령에 따른 해당 지자체에 지급코자 
함

총무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758,000 2,758,000 2021-12-30 2021-12-30 2020년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중 사망, 이혼, 가구조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환수자에 대해 행안부에 반납코자 함

총무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ㆍ도비보조금반
환금 165,000 165,000 2021-12-30 2021-12-30 2020년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중 사망, 이혼, 가구조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환수자에 대해 전남도에 반납코자 함

회계과 청사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광양분소 설치 시설비 85,000,000 84,543,790 456,210 2021-02-23 2021-06-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광양분소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

회계과 청사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광양분소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000 44,821,080 178,920 2021-02-23 2021-06-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광양분소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

주민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
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85,917,000 85,917,000 2021-02-02 2021-02-08
갑작스러운 감염병(코로나19)확산으로 입원 및 격리자가 발생,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와 격리에 협조한 대상자에게 사업비 내시 
통보된 생활지원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관광과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관광활성화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8,000,000 62,000,000 6,000,000 2021-08-06 2021-08-19 코로나19 피해 관내 여행업 긴급 지원

안전총괄과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9,670,000 44,483,520 5,186,480 2021-08-17 2021-09-15 7.5~8. 수해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재난지원금을 지급코자 함.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42,890,000 42,176,510 713,490 2021-03-23 2021-11-11 백신접종을 위해 광양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코자 함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센터운영 시설비 5,380,000 5,322,900 57,100 2021-03-23 2021-04-13 백신접종을 위해 광양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함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730,000 1,723,090 6,910 2021-03-23 2021-03-31 백신접종을 위해 광양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함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지원사업 재난지원관리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264,000,000 252,000,000 12,000,000 2021-06-09 2021-06-24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도움과 위로를 드리고자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856,369,000 707,812,522 148,556,478

기획예산실 시책개발관리 시정현황 및 시책 
추진 민간위탁금 13,652,000 13,652,000 2021-08-31 2021-09-07 광양시2차긴급재난생활비 배부 장소별 방역소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함.

지역경제과 실물경제활성화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0,151,000 7,976,892 52,174,108 2021-10-13 2021-12-31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10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민생지원금 신속 지급

지역경제과 실물경제활성화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560,000 4,560,000 2021-10-14 2021-12-2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철강항만과 국제화도시 인프라 
구축

외국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22,960,000 22,959,880 120 2021-10-14 2021-12-01 9월 코로나19 외국인 감염발생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사업 실시하기 위함

주민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28,000,000 128,000,000 2021-09-16 2021-09-16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및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신속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

노인장애인과 노후 여가생활 지원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민생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
수 420,000 420,000 2021-10-14 2021-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대응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돌봄체계유지를 위해 
긴급지원 실시

노인장애인과 노후 여가생활 지원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민생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7,320,000 6,000,000 1,320,000 2021-10-14 2021-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대응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돌봄체계유지를 위해 
긴급지원 실시

노인장애인과 노후 여가생활 지원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민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476,000 10,347,250 128,750 2021-10-14 2021-11-19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대응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돌봄체계유지를 위해 
긴급지원 실시

노인장애인과 노후 여가생활 지원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민생지원

기타보상금 2,400,000 1,380,000 1,020,000 2021-10-14 2021-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대응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돌봄체계유지를 위해 
긴급지원 실시

노인장애인과 선진 장묘문화 정착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600,000 3,000,000 600,000 2021-10-14 2021-10-2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관광과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관광활성화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9,600,000 39,600,000 2021-10-14 2021-10-15 코로나19 거리두기 재편, 여행자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 필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2,600,000 44,400,000 28,200,000 2021-10-14 2021-10-20 2021년 2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적기에 원활한 사업취지 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함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9,600,000 3,600,000 6,000,000 2021-10-14 2021-10-28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코자 함

문화예술과 음악, 게임산업 
진흥

음악, 게임산업 
진흥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5,600,000 43,200,000 2,400,000 2021-10-14 2021-10-15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코자 함

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민간체육시설 
긴급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96,800,000 153,000,000 43,800,000 2021-10-14 2021-10-26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신속한 민생지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하고자 함

교통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92,490,000 92,490,000 2021-10-14 2021-11-19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 

특별재정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고자 함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지원사업 재난지원관리 기타보상금 56,520,000 56,506,500 13,500 2021-10-14 2021-12-20 코로나19 행정명령 피해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위생업소 방역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지원사업 재난지원관리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000,000 1,200,000 1,800,000 2021-10-14 2021-11-11

코로나19 행정명령 피해 피로연 식당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위생업소 방역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지원사업 재난지원관리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9,800,000 72,600,000 7,200,000 2021-10-14 2021-11-11 코로나19 행정명령 피해 유흥시설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위생업소 방역강화에 기여코자 함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임대사업
장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1-10-14 2021-10-21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모

여성가족과 가족문화 코로나19 결혼식장 
긴급생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800,000 600,000 1,200,000 2021-10-14 2021-10-20 코로나19, 거리두기 재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식장의 피해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코자 함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20,000 1,320,000 2,700,000 2021-10-14 2021-10-2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신속한 민생안정금을 지원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