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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건  총 계 170,454

1월

71 건 소계 24,757

2013년도 시비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7건 950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선포식 추진 간담회 등 42건 13,970

설맞이 보훈단체 격려품 지급 6,930 단일건

구정홍보 간담회 등 4건 605

부산시 평생학습관계부서 공무원과의 간담회 60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간담회 등 3건 312

‘13. 일자리사업 담당자 회의개최시 필요물품 구입 20

금사공단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300

건설방재관 현장방문에 따른 간담회 등 2건 313

온천천 상류 정비사업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145

스마일걷기 동아리 월례회 및 간담회 178

금정경찰서 정보과 직원과의 간담회 등 5건 884

작은도서관 간담회 소모품 구입 90

2월

69건 소계 16,801

사업체조사 업무추진 간담회 등 9건 1,744

신규공무원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29건 9,934

축제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15건 1,869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지식경제부특구기획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 4건

879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관련 간담회 290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 77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유 간담회 300

선두구동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300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 등 당면사항 협의 간담회 200

별첨 1  6-4.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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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관내 주요간선도로 포장보수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230

의정 협력부서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5건 628

주부독서회 간담회 350

3월

64 건 소계 12,820

재정균형집행 주요사업부서와의 간담회 등 11건 1,367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독립유공자와의 간담회 등 30건 7,680

축제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4건 461

지역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268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관련 간담회 345

보훈단체장 간담회 200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와의 간담회 126

청소대행업체 직원과의 간담회 129

선두구동 공동목욕탕 위탁관리 운영자선정 등을 위한 
관계자 오찬간담회

250

2013년 3월중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간담회 154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설립 추진관련 주민간담회 140

건강도시사업 협의회 간담회 등 4건 854

의회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등 6건 846

4월

61 건 소계 12,900

부산시 시공감사 관련 오찬 간담회 등 7건 968

다문화, 외국인 가족 부산시티투어 내실운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25건 6,683

서동예술창작공간 행사지원관련 관계자간담회 등 5건 740

금정산이야기 BUS 추진관련 보수교육 간담회 등 4건 402

2013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시직원 간담회 280

2013년 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간담회 200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 공사감독관 간담회 등 4건 725

금정구 C.W.S 순찰대 간담회 등 3건 512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 대표자(관리자) 교육 및 간담회 300

급경사지관련 간담회 101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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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13년 제1차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간담회 등 3건 632

어린이 자유토론회 논의 간담회 등 4건 757

귀빈관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 오찬간담회 340

5월

78 건 소계 14,409

제1차 추경예산확보 관련 시협조 방문 등 10건 1,299

Road Stay 정거장 대화추진(2차) 간담회 등 23건 4,619

금정구 ～상해시 보타구 상호 교류 간담회 1,610 단일건

유니세프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등 10건 760

금정문화예술특구 활성화 추진관련 서동창작공간 
민간자문단과의 간담회 등 3건

320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관련 간담회 개최 등 9건 1,800

노인복지관 건립 시 담당자 업무협의 등 4건 492

드림스타트사업 전지역확대관련 간담회 필요물품 구입 등 3건 3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간담회 등 4건 1,336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촉진A,6구역 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272

금사동 도로포장 관련 간담회 318

걷기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 및 간담회 등 2건 369

의원 정례간담회 논의사항 협의 간담회 등 4건 616

책 읽어주는 할머니동아리 다과 구입 등 2건 289

6월

56 건 소계 11,720

재해예방신청사업 지원관련 소방방재청 협조방문 등 9건 1,352

생활체육 한마당 체육대회추진 간담회 등 22건 6,122

금정구 SNS 서포터즈 축제장소 사전탐방 및 간담회 등 5건 410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활성화 간담회 등 2건 390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450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간담회 등 3건 461

동 출산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시 필요물품 구입 65

산불방지 업무추진직원 격려에 따른 간담회 495

2013년 6월중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간담회 154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등 2건 350



4 2014년 금정구 지방재정공시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제218회 정례회 관련 의견교환 간담회 등 6건 1,045

문화강좌 강사 간담회 등 2건 354

작은 도서관 운영자교육 간담회 다과구입 72

7월

50 건 소계 7,513

재정균형집행 추진 우수부서 격려간담회 등 9건 1,363

'금정산이야기 BUS' 해설사와의 오찬간담회 등 23건 3,064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돌봄인력과의 간담회 등 4건 464

평생학습도시 지정관련 관계부서 담당자와의 간담회 140

GLOVE 대학생 국내봉사단 활동 격려 등 2건 152

회동동 금사로, 개좌로 도로포장 관련 간담회 등 2건 394

집중호우 및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452

관내 주요간선도로 포장보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174

금연합동지도단속 추진관련 간담회 등 2건 222

임시회 의사운영 논의 간담회 등 4건 887

2013년 찾아가는 서비스 점검 인력과의 간담회 201

8월

38 건 소계 6,114

2014년 추진사업 시비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 5건 453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국비확보 간담회 등 13건 2,667

'ZERO FESTIVAL 2013' 행사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등 4건

359

작은 도서관 조성 추진관련 간담회 233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2건 420

금정구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필요물품 구입 55

무더위 쉼터 방문 물품 구입 등 2건 130

2014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457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조사원 간담회 등 2건 592

사무국 당면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등 4건 488

강좌 이관에 따른 관계자 오찬간담회 140

‘어울림’동아리 간담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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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1 건 소계 15,375

미리내 행복센터 조성관련 오찬 간담회 등 6건 1,311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간담회 등 6건 2,255

추석맞이 보훈단체 격려품 지급 7,000 단일건

2014년 현안 구상사업 발굴 간담회 2,387 단일건

2013년 생생문화재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등 6건 663

도시농부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05

2013년 9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 직원과의 간담회 320

‘13. 시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점검 관련 오찬간담회 등 2건 169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기관 실무자 간담회 300

건축행정 업무 추진간담회 101

건강도시협의회 간담회 등 2건 354

의회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직원과 간담회 등 2건 324

업무협의 방문에 따른 다과 구입 86

10월

58 건 소계 12,126

2014년 투자사업 예산확보관련 간담회 등 7건 887

현안사항(구민체육대회 등)논의 동장과의 간담회 등 19건 4,752

구정홍보 오찬 간담회 176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122

정보공개담당직원  간담회 등 2건 341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봉사유공기관 격려 등 2건 530

금정구 노인복지관 개관관련 간담회 등 5건 608

2013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간담회 140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간담회 153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관리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4건 964

금샘로 수탁기간의 2014년도 요구예산 설명 및 중앙대로 
정비관련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446

2013년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근무자 격려 간식 구입 등 4건 1,415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경찰서 직원과의 간담회 등 8건 1,372

제3차 독서회 및 동아리 다과 구입 220



6 2014년 금정구 지방재정공시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53 건 소계 11,781

창조도시업무 추진관련 시청방문 물품구입 등 10건 1,023

현안사항 (동사신축, 통합간제센터 인력선발 등)추진 간담회 등 15건 3,547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간담회 20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합동영치화활동 관련 시직원 간담회 45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현지심사자 간담회 등 2건 430

금정 C.W.S BIKE 순찰대 간담회 등 4건 1,166

여성정책 등 관련 시 담당자와 업무협의시 필요물품구입 44

하반기 하수도사용료 체납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공무원 간담회 등 2건 198

산불초소 현장점검 및 격려에 따른 물품구입 등 2건 298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간담회 13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교통부 현장 평가에 따른 간담회 등 2건 520

2013년 인플루엔자(독감) 자원봉사자 및 조기근무자 급식비 지급 등 4건 2,185

제222회 정례회 준비를 위한 직원 간담회 등 6건 1,052

운영자문위원 간담회 350

동화창작동아리 간담회 180

12월

80 건 소계 17,793

2014년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한 간담회 등 9건 1,473

금정산이야기BUS 해설사와의 오찬간담회 등 17건 3,165

구정홍보 오찬 간담회 등 6건 1,015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 관계자와의 간담회 160

2014년 개별주택가격조사관련 간담회 등 2건 564

2013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간담회 등 2건 470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선정격려 간담회 등 5건 1,43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개소 관련 오찬간담회 등 6건 1,117

고용율 70%달성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 3건 1,044

금정나눔장터 운영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729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 2건 400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격려를 위한 간식구입 등 2건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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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금성동일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7건 2,200

겨울철 건축공사장 관리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406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로 수탁사업) 잔여기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253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수행자 간담회 등 2건 790

2013 폐렴구균 예방접종 조기근무자 급식비 등 2건 910

201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견교환 간담회 등 6건 734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등 2건 460

문화강좌 강사 간담회 324

13월

21 건 소계 6,345

문화바우처사업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등 9건 1,697

동물등록제 전면실시에 따른 동물병원 수의사와의 간담회 등 3건 1,060

2014년 지하수 계량기 설치관련 오찬간담회 152

2013년 1공원1단체 공원관리 단체회장단 간담회 680

재해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등 4건 1,496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 2건 760

201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회 간담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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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총계 2,738 2.686

행복마을 마중물사업(주민화합 한마당) 미리내행복마을 추진협의회 4.6 4.6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경비 (주민화합걷기
행사, EM사업, 주민대학, 마을활동가수당 등)

미리내행복마을 추진협의회 30 30

행복마을 박람회 소요경비 미리내행복마을 추진협의회 1.5 1.5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경비(열린공작
소운영, 마을활동가 수당 등) 선두구동행복마을추진위원회 20 20

행복마을 박람회 소요경비 선두구동행복마을추진위원회 1.5 1.5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경비(장난감도서관 운
영, 매실액 추출 판매사업, 마을활동가 수당 등) 머드레행복마을추진협의회 55 55

행복마을 박람회 소요경비 머드레행복마을추진협의회 1.5 1.5

행복마을 마중물사업(밀밭조성, 주민화합 
사랑의 김장담그기, 마을활동가 수당) 산성행복마을추진협의회 6.4 6.4

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 금정구생활체육회 44 43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금정구생활체육회 18 18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사업 금정구생활체육회 97 91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사업 금정구생활체육회 49 49

장수체육교실 사업 금정구생활체육회 3 3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금정구생활체육회 7 7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금정구생활체육회 6 6

2013년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보조금 

금정구여성합창단 17 17

별첨 2 7-2.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307-0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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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013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24.5

6.8
부산예술고등학교 3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7.2
서명초등학교 7.5

2013년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구비)

사단법인금정문화원 61 61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 보조금
(구비)

금정구 축제위원회 150 150

2013년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시비)

(사)금정문화원 임만호 35 35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구비 보조금 금정청소년수련관 12 12

2013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국비
보조금 

부산광역시금정청소년

수련관
28 28

2013년 금정문예 제17집 발간 보조금 금정구문인협회 8 8

2013년도  사립박물관(오륜대 한국순
교자박물관) 지원사업 보조금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15 15

2013년 범어사  CCTV시스템 용역비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12 12

2013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8 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 보조금
(국비)

금정구축제위원회 100 100

2013년킴스아트필드미술관운영지원비 정영재 45 45

2013년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지
원사업 보조금 

금정구예술인협의회 28 28

2013년 범어사  방재시설유지관리비 (소화기,

카메라,메인보드,컨트롤 조이스틱교체 등)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 2 2

2013년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8.5 8.5

2013년 부산대학앞 젊음의 거리 문화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생활기획공간통 10 10

2013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지원
사업 보조금

금정구예술인협의회 4 4

2013년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단복비)보조금 

금정구여성합창단 4 4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금정 숲생태 문화해설사 0.5 0.5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금샘 실버 드림 0.3 0.3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금다해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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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숲사랑 금정 0.2 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금정서당 0.2 0.2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금정열린배움터 10.6 10.5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남광종합사회복지관 4 4

구․군-대학간 협력공모사업 지원 부산가톨릭대학교 7 7

구․군-대학간 협력공모사업 지원 부산대학교 6 6

구․군-대학간 협력공모사업 지원 대동대학교 7 7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보조) 부산가톨릭대 10 1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보조) 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9 9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보조) 부산대학교 8.5 8.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보조) 남광종합사회복지관 4 4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보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1 1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5 2.5

인재양성교육지원(보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3.1 3.1

인재양성교육지원(보조) 미을기업 금빛물고기 5.3 5.3

인재양성교육지원(보조) 금화어린이청소년회 8 8

인재양성교육지원(보조) 부산대학교박물관 8.7 8.7

사립도서관 지원 빅뱅놀이체험 도서관 30 30

사립도서관 지원 요산문학관 도서관 20 2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정보 금정산성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15.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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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을조성)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어린이집 석면검사비 지원

꿈동이어린이집

2.4

0.18

모심어린이집 0.18

한아름어린이집 0.18

꼬마숲우리어린이집 0.16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영락공원민관협의회 36.5 36.5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금정산성문화체험촌 50 50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우다다목공소 30 30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 4 4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어울림디자인 2 2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주)에코마루 16 16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금정샘 공동체 2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107 10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80 80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사)남산놀이마당 22 22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사)안심생활 23 23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사회)범어 해피도우미사업단 60 60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재)부산행복한학교 95 90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주)그린솔루션 134 132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주)뉴그린존 16 16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주)쿠키와케익 14 14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주)파머스페이스 12 12

사회적 기업 등 지원 건강한밥상사업단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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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에코언니야 6 6

사회적 기업 등 지원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52 52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에코투어거위의꿈 32 3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재)건강한밥상사업단 3 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재)부산행복한학교 20 14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그린솔루션 45 4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뉴그린존 11 1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쿠키와케잌 14 1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파머스페이스 20 2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남산놀이마당 10 1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복지법인해피도우미사업단 10 1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에코언니야 37 3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자연애 친구들 4 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선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119 11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노포동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18 1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오륜발전협의회 12 12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영파의료재단(마음향기병원) 153 153

정신건강증진센터 시비지원 영파의료재단(마음향기병원) 20 2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영파의료재단(마음향기병원) 50 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영파의료재단(마음향기병원)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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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사회복귀시설 운영(동래직업재활센터) 개인(최상헌) 146 132

사회복귀시설 운영(보듬자리) 개인(김종천) 72 70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서동예술작은 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이야기동동 작은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꿈드림(부곡SK) 작은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금샘마을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글누리 작은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서동골 책놀이터문고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일솔로몬문고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구서 작은도서관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금정산SK뷰 북카페 1.8 1.8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소정꿈나무작은도서관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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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307-02)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총  계 137 137

금정구청장기 대회(6종목) 2013.4~10월 금정구생활체육회 24 24

시장기대회(2종목) 2013.6월/9월 금정구생활체육회 4 4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013.5월 금정구생활체육회 3 3

여성생활체육대회 2013.9월 금정구생활체육회 2 2

부산생활체육축전 2013.10월 금정구생활체육회 18 18

공공스포츠클럽지원 2013.3~12월 금정구생활체육회 6 6

2013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보조금 지원 2013.2월
(사)금정문화원

임만호
8 8

2013년 제12회 금정사생대회 보조금 지원 2013.5월 금정구 미술협회 3 3

2013년 제18회 금정백일장 보조금 지원 2013.10월 금정구 문인협회 3 3

2013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013.3월~12월

(사)금정문화원

임만호
20 20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 보조금 지원 2013.9월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22 55

2013. 여성주간 기념행사보조 2013.7월
금정구여성

단체협의회
7.8 7.8

부산대 패션타운 로드 패션쇼 2013.10월
부산대패션

타운 상인회
12 12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 2013.12월
금정구중소기업

발전협의회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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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3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141,463 북구 309,719 대전광역시 1,532,811

서울특별시 10,143,645 해운대구 425,536 동구 250,653

종로구 160,070 사하구 349,110 중구 264,913

중구 130,465 금정구 253,526 서구 498,917

용산구 239,740 강서구 69,873 유성구 313,968

성동구 299,337 연제구 209,290 대덕구 204,360

광진구 368,927 수영구 175,098 울산광역시 1,156,480

동대문구 364,273 사상구 246,797 중구 234,607

중랑구 416,798 기장군 132,507 남구 349,064

성북구 476,589 대구광역시 2,501,588 동구 178,468

강북구 338,707 중구 76,246 북구 185,695

도봉구 358,582 동구 343,802 울주군 208,646

노원구 590,479 서구 215,399 세종특별자치시 122,153

은평구 503,660 남구 166,062 경기도 12,234,630

서대문구 314,110 북구 444,359 수원시 1,148,157

마포구 381,856 수성구 461,004 성남시 979,534

양천구 492,528 달서구 610,358 의정부시 430,976

강서구 569,070 달성군 184,358 안양시 607,877

구로구 424,964 인천광역시 2,879,782 부천시 863,720

금천구 241,020 중구 107,774 광명시 353,100

영등포구 386,471 동구 75,093 평택시 442,034

동작구 410,815 남구 411,330 동두천시 97,557

관악구 518,028 연수구 300,305 안산시 713,666

서초구 441,763 남동구 507,021 고양시 990,571

강남구 563,599 부평구 556,985 과천시 70,578

송파구 668,415 계양구 343,806 구리시 189,680

강동구 483,379 서구 490,035 남양주시 618,305

부산광역시 3,527,635 강화군 66,735 오산시 205,460

중구 47,345 옹진군 20,698 시흥시 396,765

서구 118,783 광주광역시 1,472,910 군포시 286,344

동구 96,011 동구 103,016 의왕시 159,772

영도구 135,816 서구 315,276 하남시 145,096

부산진구 389,765 남구 216,254 용인시 941,477

동래구 276,689 북구 445,489 파주시 401,718

남구 291,770 광산구 392,875 이천시 2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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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173 영동군 50,539 부안군 59,164

김포시 312,305 진천군 64,606 전라남도 1,907,172

화성시 530,251 괴산군 38,059 목포시 240,936

광주시 286,699 음성군 93,505 여수시 291,366

양주시 199,143 단양군 31,171 순천시 275,668

포천시 156,603 증평군 34,546 나주시 87,754

여주군 109,343 충청남도 2,047,631 광양시 151,621

연천군 45,610 천안시 591,089 담양군 47,365

가평군 61,017 공주시 116,369 곡성군 31,009

양평군 103,620 보령시 104,938 구례군 27,115

강원도 1,542,263 아산시 287,073 고흥군 70,631

춘천시 274,455 서산시 165,837 보성군 46,385

원주시 324,837 논산시 125,844 화순군 67,829

강릉시 216,806 계룡시 40,957 장흥군 43,004

동해시 95,143 당진시 159,615 강진군 40,079

태백시 48,794 금산군 55,441 해남군 77,684

속초시 83,109 부여군 72,547 영암군 59,061

삼척시 73,023 서천군 58,441 무안군 79,367

홍천군 70,638 청양군 32,155 함평군 35,610

횡성군 44,937 홍성군 89,704 영광군 57,617

영월군 40,150 예산군 85,205 장성군 46,292

평창군 43,666 태안군 62,416 완도군 53,619

정선군 39,985 전라북도 1,872,965 진도군 32,998

철원군 47,473 전주시 650,082 신안군 44,162

화천군 25,079 군산시 278,319 경상북도 2,699,440

양구군 23,594 익산시 306,539 포항시 519,467

인제군 32,517 정읍시 118,328 경주시 263,283

고성군 30,398 남원시 86,460 김천시 135,259

양양군 27,659 김제시 91,218 안동시 168,461

충청북도 1,572,732 완주군 86,978 구미시 419,428

청주시 672,904 진안군 26,703 영주시 112,625

충주시 208,115 무주군 25,398 영천시 100,778

제천시 137,204 장수군 23,243 상주시 103,346

청원군 155,002 임실군 29,739 문경시 75,664

보은군 34,318 순창군 30,272 경산시 248,805

옥천군 52,763 고창군 60,522 군위군 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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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성군 56,064 울릉군 10,524 함안군 67,667

청송군 26,470 경상남도 3,333,820 창녕군 63,447

영양군 18,297 창원시 1,083,731 고성군 56,369

영덕군 40,142 진주시 337,071 남해군 47,244

청도군 43,788 통영시 139,719 하동군 50,177

고령군 35,198 사천시 116,851 산청군 35,935

성주군 45,067 김해시 522,049 함양군 40,692

칠곡군 121,182 밀양시 108,342 거창군 63,177

예천군 45,573 거제시 242,077 합천군 50,290

봉화군 33,894 양산시 279,565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울진군 51,953 의령군 29,417 　 　

※ 본인구통계는안전행정부홈페이지(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3.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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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013년 기준)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31 동래구 12 동구 8

서울특별시 533 남구 15 서구 13

본청 114 북구 13 남구 12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구 20

중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5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9

성동구 14 강서구 7 본청 26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구 12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7 유성구 10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50 대덕구 9

도봉구 14 본청 34 울산광역시 76

노원구 22 중구 7 본청 26

은평구 18 동구 16 중구 11

서대문구 15 서구 12 남구 14

마포구 18 남구 9 동구 8

양천구 18 북구 20 북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48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0 본청 131

동작구 17 본청 38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구 17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9 부천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4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35 부평구 19 평택시 15

본청 53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구 7 서구 14 안산시 21

서구 9 강화군 7 고양시 30

동구 9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4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청 26 남양주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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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군산시 24

시흥시 12 양양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충청북도 165 정읍시 17

의왕시 7 본청 35 남원시 16

하남시 7 청주시 26 김제시 14

용인시 25 충주시 19 완주군 10

파주시 11 제천시 13 진안군 7

이천시 9 청원군 11 무주군 7

안성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김포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화성시 17 영동군 8 순창군 8

광주시 8 진천군 7 고창군 10

양주시 7 괴산군 8 부안군 10

포천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5

여주군 7 단양군 7 본청 62

연천군 7 증평군 7 목포시 22

가평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양평군 7 본청 42 순천시 24

강원도 216 천안시 21 나주시 14

본청 47 공주시 11 광양시 12

춘천시 21 보령시 12 담양군 9

원주시 22 아산시 14 곡성군 7

강릉시 18 서산시 13 구례군 7

동해시 8 논산시 12 고흥군 12

태백시 7 계룡시 7 보성군 9

속초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삼척시 8 금산군 8 장흥군 7

홍천군 8 부여군 11 강진군 8

횡성군 7 서천군 9 해남군 11

영월군 7 청양군 8 영암군 9

평창군 7 홍성군 10 무안군 7

정선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철원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화천군 7 전라북도 240 장성군 8

양구군 7 본청 43 완도군 9

인제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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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신안군 10 영양군 7 김해시 21

경상북도 347 영덕군 7 밀양시 12

본청 63 청도군 7 거제시 15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5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0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0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9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0

상주시 17 경상남도 318 산청군 9

문경시 10 본청 59 함양군 9

경산시 15 창원시 55 거창군 10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0

의성군 13 통영시 12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