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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55,417

7,099 0.57

일반운영비 3,402 0.27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여  비 2,659 0.21 · 국내여비
·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820 0.0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18 0.02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032,102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기본경비 6,951 6,707 6,862 6,948 7,099

비율 0.67% 0.61% 0.57% 0.60% 0.5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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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전주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556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전주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주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0,227 11,783 △1,556 0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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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55,417

165,809 13.21

인건비(101) 135,588 10.8
직무수행경비(204) 3,585 0.29

포상금(303) 2,878 0.23
연금부담금 등 (304) 23,759 1.8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032,102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인건비(B) 136,034 146,753 152,822 163,382 165,809

인건비비율(B/A) 13.18% 13.45% 12.79% 14.05% 13.21%

☞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24억원(1.5%) 증가한 1,658억원으로 총 정원 증

가 및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증가하였음.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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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55,417

844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02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42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032,102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업무추진비 845 823 870 853 844

비      율 0.08% 0.08% 0.07% 0.07% 0.07%

☞ 전년대비 업무추진비는 9백만원 감소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jeonju.go.kr 정보공개>재정정보)

◈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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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69건 326명 878.9

2017.03.02
~03.0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관련 
국내복귀기업 현지 실사

중국 1 0.8 

2017.03.12
~03.19

⌈2017 JEC World⌋참가
프랑스,
스위스

2 8.1 

2017.03.14.
~03.24

자전거 도로 및 친환경 
생태도시구축을 위한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네덜란드
외

4 18 

2017.03.15
~03.24

조직 및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정책업무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4 

2017.03.22
~03.25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타이완 1 1.1 

2017.03.22
~03.31

상상동아리 최우수팀 해외연수 
(녹색성장)

뉴질랜드
외

4 5 

2017.03.26.
~04.06

세계 제일의 관광지로 발전하는 
미국 벤치마킹으로 전주의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 관광지로의 
성장·발전 방향  모색

미국 10 45 

2017.03.27
~04.03

전주부성 역사도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체코 외 4 13.7 

2017.03.27
~04.05

유럽의 전통·문화적 특성을 특화한 
도시구조 탐방과 관광 인프라 조사로 
전주의 관광  선진화 방안 모색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4 55.7 

2017.03.27
~04.06

유럽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시책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외

1 4 

2017.04.01
~04.10

재정위기 극복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외
2 8.4 

2017.04.05
~04.08

도시재생 성공사례 답사 일본 8 12.7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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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4.14.
~04.22

관광국가 터키에서 천년도시 
전주의 관광방향성 접목

터키 10 15 

2017.04.15.
~04.26

전통문화자산을 보존 · 활용한 문화 
산업화 성공 사례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주가 나아갈 문화 
산업화 성공모델 및 발전방향 제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외

8 35 

2017.04.17.
~04.26

미대륙의 관광자원 보존과 
활용 실태 조사로 전주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미국 12 48.8 

2017.04.20
~04.28

피렌체 국제수공예 박람회 참가 이탈리아 1 3.6 

2017.04.24
~04.28

전주형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일본 3 4.6 

2017.04.24
~05.02

에너지 자립(안전)도시
선진지 견학

스웨덴
외

3 9.5 

2017.05.10
~05.18

국제슬로시티 시장 총회 참석 호주 1 3.1 

2017.05.12
~05.17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국외 선진지 연수보좌

미국 3 3.1

2017.05.21
~06.02

제37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외
5 26.3 

2017.05.22.
~06.02

대중교통 선진사례 견학으로 
우리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개발에 반영

미국,
캐나다

18 68.2 

2017.05.24.
~06.01

발트해 4개국 탐방을 통해 전주의 
관광정책 아이디어 개발 및 연구

노르웨이,
덴마크 외

11 49.5 

2017.05.26.
~06.04

유럽 선진국 상수도 시설물의 장・단점 
파악 및  우리시 정책에의 접목

스위스
외

7 10.5 

2017.05.27.
~06.05

시정추진과제인 핸드메이드 시티, 
슬로시티 등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을 연수하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스위스
외

6 9 

2017.06.05.
~06.10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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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6.05
~06.15

제37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9 

2017.06.14.
~06.22

유럽선진국의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지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탐구

오스트리아
외

9 12 

2017.06.17
~06.2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해외사례조사 

스위스 2 9.4 단체장

2017.06.18
~06.21

전주시・전주농협 전주푸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1 1.1 

2017.06.19
~06.28

2016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2 8.7 

2017.06.21
~06.30

부패방지 등 선진 감찰제도
벤치마킹

영국
외

1 5 

2017.06.23
~07.04

스웨덴 장애인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연수

스웨덴
외

1 3.9 

2017.06.26
~06.30

농업인단체 선진해외농업연수 인솔 일본 2 2.5 

2017.06.26
~07.05

우리시 교통흐름 원활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방안 연구

오스트리아
외

6 9 

2017.06.27
~07.05

상상동아리 최우수팀 해외연수 
(아모플러스)

체코
외

8 5 

2017.06.28.
~07.05

유럽 건축문명 및 문화 견문을 
통한 전주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스페인
외

7 10.5 

2017.06.28
~07.06

물순환 생태도시 성공사례 답사
덴마크

외
3 11.4 

2017.06.29
~07.06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전주시 중장기 발전방안 
구상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외

3 11.9 

2017.06.30
~07.07

몽골 해외봉사단 인솔 몽골 1 1.4 

2017.07.03
~07.11

선진국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벤치마킹

독일
외

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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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7.05
~07.08

전주시-가나자와시 도서관 교류 일본 2 2.2 

2017.08.25.
~09.03

도시의 전통문화를 잘 해석하는 
선진도시의 방문자센터 벤치마킹

뉴질랜드
외

6 9 

2017.08.25.
~09.03

유럽대도시 자전거 열풍의 선두인 
파리의 자전거 정책 벤치마킹

독일
외

6 9 

2017.08.25.
~09.05

선진 서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와 
구도시 중심 활성화 사례를 
전주시와 비교 견학

포르투갈, 
스페인 외

10 43.7 

2017.08.30
~09.01

재외공관 한스타일사업 사전답사 호주 1 1.6 

2017.08.30.
~09.08

문화예술을 교육과 관광산업으로 
융합한 실천 방법과 사례 모색

이탈리아 7 10.5 

2017.08.31.
~09.09

선진국 견학을 통한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및 빗물이용 
시설의 경쟁력 확보

스위스
외

8 12 

2018.09.01.
~09.10

선진도시 건축물의 장・단점 비교 
연구로 우리시 전통건축물 유지 
관리 및 미래유산 보전에 기여

스페인
외

7 10.5 

2017.09.03
~09.07

제37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역사문화탐방)

일본 1 1.6 

2017.09.04
~09.08.

에너지담당 공무원 선진 에너지 
시책 발굴 우수사례 연수

싱가포르 1 1.8 

2017.09.04.
~09.12

북유럽의 자연생태 보존 및 
재생도시·에너지 관련 운영 
현황 파악으로 전주 발전 모색 

노르웨이,
스웨덴 외

9 39 

2017.09.05
~09.12

TPO회원도시 간 국제관광 교류를 
통한 국제적 도시관광 네트워크 강화

베트남 2 0.6 

2017.09.13.
~09.22

서유럽 도시광장들 벤치마킹으로 
시청앞 광장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대표광장으로 조성

스페인
외

8 12 

2017.09.13.
~09.22

선진국 보건복지시스템 견학으로 
우리시 공공 보건시스템 활성화 
방안 모색

스페인
외

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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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9.14
~09.23

선진보육프로그램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외
1 2.7 

2017.09.14
~09.21

지방세 우수공무원 글로벌 시대 
세수 증대방안 강구 및 창의력 개발

덴마크
외

13 17 

2017.09.16
~09.24

정부혁신 및 재정 우수사례 
국외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9 37.1 

2017.09.26
~09.30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및 
중국 도시문화재생 지구 연수

중국 3 3 

2017.10.23
~10.27

우수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역 
벤치마킹

일본 2 3.4 

2017.11.6
~11.12

문화교류 및 한지 세계화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및 바티칸 방문

프랑스
외

6 25.5 단체장

2017.11.10
~11.14

도쿄 행복의 경제학 세계 포럼 참가 일본 1 1.8 

2017.11.10
~11.14

전주-가나자와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조인식 초청 방문

일본 6 11.9

2017.11.10
~11.15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생태 
명소 관광자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5

2017.11.12
~11.15

전주-가나자와 자매도시교류 
15주년 기념행사 참가

일본 8 14.2 단체장

2017.11.17
~1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일본 우수시장 견학

일본 1 1.3 

2017.11.23.
~11.27

전통한지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참여

프랑스 1 2.6 

2017.12.07 
~ 12.09

UCLG월드 회의참석 전주시 
홍보, 위원회 활동 등 논의

중국 1 0.8 

2017.12.21 
~ 12.29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재생관련 벤치마킹

체코
외

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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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55,417 1,870 0.15% 34 55,00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032,102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의회경비 1,830 1,741 1,871 1,910 1,870
의원 정수 34 34 34 34 3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6% 0.16% 0.16%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836 51,198 55,031 56,188 55,00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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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67 34 1,97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52(18) 67,188
2017.09.15.

~09.22 행정개혁과 지방자치 우수시책 발굴 이탈리아 13(5) 5,776

2017.09.15.
~09.24

지역개발정책 사례조사 및 기초 
생활권 정책 추진 전략연구 호주 외 14(4) 11,630

2017.10.06.
~10.11 도시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일본 4 10,297

2017.10.08.
~10.12

도심공동화 및 건축현황, 재래시장과 
현대적 상가 조화 연구 일본 4 7,621

2017.10.23.
~10.27 우수 도시재생 프로젝트 벤치마킹 일본 4 7,589

2017.11.10.
~11.14

가나자와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조인식 초청방문 일본 7(6) 10,821

2017.11.10.
~11.14

생태명소 현황조사 및 도시재생 
벤치마킹 일본 5(2) 10,932

2017.11.12.
~11.15

가나자와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조인식 초청방문 일본 1(1)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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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2,996 1,255,417 3,139 0.25 1,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20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2,618 2,668 2,880 2,960 2,996

세출결산액 (B) 1,032,102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맞춤형 복지비 (C) 2,870 2,830 2,971 3,092 3,139

비율(C/B) 0.28 0.26 0.25 0.27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96 1,061 1,032 1,045 1,048

 ☞ 2017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대상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47백만원 증가하여 3,139백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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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전주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8,822 35,551 25.61%

시설비 (401-01) 135,064 33,140 24.54%
감리비 (401-02) 3,398 2,362 69.51%

시설부대비 (401-03) 186 49 26.1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7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97,333 110,476 112,931 119,922 138,8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9,932 23,928 26,501 24,050 35,551

비율(B/A) 41.03% 21.66% 23.47% 20.06% 25.61%

  ☞ 사업추진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연말지출로 

연말원인행위액이 전년보다 155억원(5.6%)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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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670 1,193 　1,193 1,193

제1금고 전북은행
2017-01-01~
2019-12-31

3,000 1,000 1,000 1,000
(2017.3월,9월)

제2금고 농협은행
2017-01-01~
2019-12-31

670(*) 193 193 193
(2017.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예산편성액 : 1,193백만원(본예산 및 1회추경), 세입처리액 : 1,193백만원(2회)

  ☞ 전주시의 제1금고는 전북은행으로 연도별 정액으로 납부(매년 3월, 9월 5억씩 10억 

/ 3년 30억)하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다음의 산식(1금고 협력사업비×2금고 

세입예산액÷1금고 세입예산액)에 의해 납부합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