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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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386,330

7,651 0.46%

일반운영비 3,665 0.22%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여  비 2,894 0.18% · 국내여비
·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859 0.05%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33 0.01%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

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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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기본경비 6,862 6,948 7,099 7,188 7,651

비율 0.57% 0.60% 0.57% 0.52% 0.4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19.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부서 생성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증가

하였으나, 전체적인 세출결산 대비 0.46%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전주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556m2

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전주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주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10,190 19,098 △8,908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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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전주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654,815

187,326 11.32%

인건비(101) 151,208 9.14%

직무수행경비(204) 4,171 0.25%

포상금(303) 6,224 0.38%

연금부담금 등 (304) 25,722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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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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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인건비(B) 152,822 163,382 165,809 178,113 187,326

인건비비율(B/A) 12.79% 14.05% 13.21% 12.85% 11.3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92억원(5.1%) 증가한 1,873억원으로 공무원 

호봉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2%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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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전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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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654,815

987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3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4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업무추진비 870 853 844 863 978

비      율 0.07% 0.07% 0.07%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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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548,395

1월 설맞이 의경대원 , 군장병 위문 등 226건 46,801

2월 '19년도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 및 현장설명 간담 등 174건 45,704

3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기념품 등 268건 49,447

4월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 협약 간담 등 261건 40,929

5월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단체 통합 간담 등 237건 41,220

6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중국 소주시 시장단 간담 등 217건 41,003

7월 대한민국 헌정회 전주견학방문 간담 등 257건 43,675

8월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체험 방문 기념품 등 250건 40,117

9월 특례시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228건 43,471

10월 미국 한인회장단 교류증진 간담 등 247건 50,822

11월 월드드론마스터즈 대회 간담 등 231건 36,631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개최 등 307건 68,577

☞ 전주시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eonju.go.kr(정보공개/재정정보/세입세출운용현황/지출정보/통계목:시책추진업무추진비)

http://gyeyak.jeonju.go.kr/ebudget/rxd_bd/eBudgetList203.html?mod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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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516.9

’19.2.24.~

2.28.
커뮤니티케어 및 치매정책 발굴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일본 5 7

’19.3.10.~

3.16.
JEC World 2019 참관 프랑스, 스위스 2 6

’19.3.27.~

4.5.
전주시 버스정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콜롬비아 4 12

’19.3.24.~

3.29.
CS 선도기업 현장 벤치마킹 싱가포르 4 7

’19.4.8~

4.13.
노사문화증진 중국 14 15

’19.4.30.~

5.8.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해외 선진도시 견학
핀란드, 영국 3 6

’19.5.10.~

5.15.
18년 스마트학습동아리

최우수팀 국외연수
벨기에,독일 

네덜란드,프랑스
6 4.5

’19.5.10.~

5.15.
18년 스마트학습동아리

최우수팀 국외연수
프랑스 5 4.5

’19.5.12.~

5.20.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럽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네덜란드, 벨기에 1 4

’19.5.13.~

5.18.
해외동물원 기린 시장조사 및 

선진 동물원 벤치마킹
태국 5 7

’19.5.14.~

5.24.
도시계획 업무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사례 조사
덴마크, 스웨덴, 

독일, 체코
1 4

’19.5.14.~

5.24. 
부패방지 등 선진 감찰제도 

벤치마킹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5

’19.5.14.~

5.21.
지역사회 중심 돌봄 커뮤니티 

케어
영국 5 7.5

’19.5.15.~

5.24.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캐나다 3 9

’19.5.20.~

5.26.
푸른도시조성 선진지 격학 영국 4 8

’19.5.20.~

5.31.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5 27

’19.5.21.~

6.1.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3 16



37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9.5.21.~

5.31.
선진 지방세 연수 벤치마킹

이탈리아, 런던 
스위스, 파리

1 5

’19.5.21.~

5.30.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 
발굴

영국, 프랑스, 
스위스

1 5

’19.5.27.~

5.31.
39기 고급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2 3

’19.5.28.~

6.2.

제33회 TPO 운영위원회 및 
관광교역전 참가

인도네시아 2 3

’19.6.4~

6.13
구도심 활성화 전략 스페인,포르투갈 5 7.5

’19.6.3~

6.11.
내삶을 바꾸는‘도시숲’ 미국 6 9

’19.6.5~

6.14.

‘보존’하고‘창조’하는 

세계적인 전주
미국,캐나다 6 9

’19.6.6~

6.16.

공동체회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추진방향
미국, 캐나다 5 7.5

’19.6.9.~

6.17.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

이탈리아 3 9

’19.6.10.~

6.14.
독립운동 국외현장연수 참가 중국 1 2

’19.6.10.~

6.21.

18년 교육훈련 성적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3 15

’19.6.11.~

6.19.
생태동물원 및 공원 정책 호주 6 9

’19.6.12.~

6.20.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국외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1 2

’19.6.14.~

6.22.

재정분권, 지방예산제도 
사례청취 및 자료수집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2 9

’19.6.20.~

6.27.
국제슬로시티 시장 총회 참석 이탈리아, 독일 3 14

’19.7.7.~

7.1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 
정부협의회 벤치마킹해외 연수

코스타리카, 
캐나다, 미국

4 22 단체장

’19.7.23.~

7.29.

전주시 '나눔천사 세계를 품다' 
해외 봉사 활동

몽골 2 3

’19.8.1.~

8.5.
아태하모니카대회 유치 중국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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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9.8.15.~
8.24.

선진국 보행환경 관련제도,
운영사례 벤치마킹

호주 6 9

’19.8.17.~
8.26

문화가 곧‘밥’이다 독일,체코 6 9

’19.8.24.~
8.31.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장

방글라데시 4 13

’19.8.23.~
9.1.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그리스 1 1

’19.8.26.~
9.4.

전라북도 조직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런던, 파리, 
독일

1 5

’19.8.21.~
8.30.

이민자정책
체코,오스트리아,

헝가리
4 6

’19.8.26.~
9.4.

전주동물원 생태동물원으로
전환을 위한 정보 수집

스페인,포르투갈 5 7.5

’19.8.28.~
9.6

사람과 도시 역사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 조성

미국,캐나다 6 9

’19.9.4.~
9.7.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집행부 회의 참석

필리핀 1 0.9

’19.9.12.~
9.20.

도시정비 및 관광 동유럽 6 9

’19.9.19.~
9.2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벤치마킹

미국 1 3

’19.9.20.~
9.28

친환경도시 호주의 
환경정책 견학(재활용정책)

호주 3 6

’19.9.22.~
9.29.

2019년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농업연수단 인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1 3

’19.9.23.~
10.3.

39기 고급리더과정 
국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1 5.6

’19.9.23.~
10.3.

39기 고급리더과정
국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포루투칼 1 4.9

’19.9.25.~
10.4.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경제

캐나다 5 7.5

’19.9.26.~
9.29.

중국 소주시 초청에 따른 
우호교류단 파견

중국 4 5

’19.10.1.~
10.10.

공유경제, 지역을 바꿀수 있을까? 스페인 5 7.5

’19.10.9.~
10.18.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도시재생 전주

미국,캐나다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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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전주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654,815 2,076 0.13% 34 61,07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9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10)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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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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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1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9.10.13.~
10.21.

전주시 국제교류 실무단 파견 미국 4 18

’19.10.19.~
10.27.

선진노약자 편의시설 도입
스페인,

포르투갈
6 9

’19.10.21.~
10.29.

관광트램 등 지속가능 도시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4 59 단체장

’19.10.30.~
11.8

복지분야 및 생태마을 공동체
제도·정책 벤치마킹

뉴질랜드,호주 5 7.5

’19.11.16.~
11.19.

전주배 유통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농업인 인솔

대만 1 1

’19.11.17.~
11.23

2019 SEAZA회의참석 베트남 1 1

’19.11.25.~
12.5.

민관 대중교통 해외 연구조사 미국 6 6

’19.12.2.~
12.5.

전주 대학생 국제기국 
인턴십 파견

인도네시아, 태국 2 5

’19.12.9.~
12.12.

소주시 제2도서관 개관식 및 
세미나 참석

중국 3 3

’19.12.18.~
12.21.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오픈식 참석

베트남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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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의회경비 1,871 1,910 1,870 1,859 2,076

의원 정수 34 34 34 34 3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5% 0.13%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5,031 56,188 55,000 54,674 61,07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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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전주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 34 3,67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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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0) 125

’19. 3. 10.
~ 3. 16.

JEK WORLD 2019 참관 및 
한국관 방문

프랑스, 
스위스

2 6.7

’19. 3 27.
~ 4. 5.

전주시 버스정책 연수 참가 콜롬비아 3 9.1

’19. 5 .20.
~ 5. 26.

천만그루 정원도시 벤치마킹 영국 1 4.3

’19. 9. 16.
~ 9. 24

지속가능한 여행생태계구축 
및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 

벤치마킹
체코, 폴란드 15(4) 44.8

’19. 9. 18.
~ 9. 26.

자연친화도시 조성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벤치마킹

독일 14(5) 42

’19. 12. 9.
~ 12. 12.

중국 소주시 제2도서관 
개관식 참석

중국 2 2.5

’20. 1. 4.
~ 1. 15.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CES 
참관 등 해외 벤치마킹

미국 2(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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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전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3,152 3,795 1,320 1,204 91.2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 (명) 2,880 2,960 2,996 3,053 3,15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2,971 3,092 3,139 3,608 3,79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244 1,244 1,244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천원) 1,032 1,045 1,048 1,182 1,204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82.93 83.97 84.21 91.62 91.2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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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전주시에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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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82 76,684 37.54%
시설비 (401-01) 198,699 76,022 38.26%
감리비 (401-02) 5,391 609 11.29%

시설부대비 (401-03) 192 53 27.61%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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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2,931 119,922 138,822 125,221 204,28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501 24,050 35,551 33,733 76,684

비율(B/A) 23.47% 20.06% 25.61% 26.94% 37.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이 전년보다 

430억원(12.7%)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시설비가 790억 증가하여 전체비율은 

10.6%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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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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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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670 1,230 　1,193 1,226

제1금고 전북은행
2017-01-01~
2019-12-31

3,000 1,000 1,000 1,000
(’19. 3월, 9월)

제2금고 NH은행
2017-01-01~
2019-12-31

558(*) 230 139 139
(’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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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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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편성액 : 1,230백만원(본예산), 세입처리액 : 1,226백만원

  ☞ 전주시의 제1금고는 전북은행으로 연도별 정액으로 매년 10억(5억원씩×년 2회), 

3년간 30억을 납부하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다음의 산식(1금고 협력사업비×2

금고 세입예산액÷1금고 세입예산액)에 의해 납부합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