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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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330

7,188 0.52

일반운영비 3,468 0.25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여  비 2,708 0.19 · 국내여비
·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793 0.05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19 0.02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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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기본경비 6,707 6,862 6,948 7,099 7,188

비율 0.61% 0.57% 0.60% 0.57%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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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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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386,330

178,113 12.85

인건비(101) 141,050 10.17
직무수행경비(204) 3,623 0.26

포상금(303) 8,974 0.65
연금부담금 등 (304) 24,467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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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인건비(B) 146,753 152,822 163,382 165,809 178,113

인건비비율(B/A) 13.45% 12.79% 14.05% 13.21% 12.85%

☞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123억원(7.4%) 증가한 1,781억원으로 공무원 호

봉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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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330

86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8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7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업무추진비 823 870 853 844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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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업무추진비는 1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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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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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92건 402명 971,792

2018.1.8
~1.12.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자원
벤치마킹(의원수행)

라오스 1 1,900

2018.1.10
~1.14

전주시-가나자와시  홍보 협력을 
위한 일본 가나자와 방문

일본 1 1,474

2018.2.5
~2.7

일본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일본 12 16,552 단체장

2018.3.4
~3.10

2018 JEC Wold 참가 프랑스 2 6,665

2018.3.20
~3.30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세계문화유산 활용 관광산업 성공 사례 
벤치마킹으로 전주의 문화산업화 성공
모델 및 발전방안제시

러시아 외 10 38,431

2018.3.22
~3.24

덕진공원 아동친화공간 조성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2 2,520

2018.3.22
~3.31

전통문화의 보존과 도시 개발에
대한 조화로운 도시정책 견학
(우수 상상동아리 포상)

호주,
뉴질랜드

6 5,000

2018.3.24
~4.2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1 2,400

2018.3.24
~4.2

도시재생에 따른 대중교통분야
정책연구 및 실무 활용을 위한
해외 사례 벤치마킹

뉴질랜드,
호주

1 2,100

2018.3.31
~4.9

대자연 융합시킨 다양한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정책 벤치마킹
(우수 상상동아리 포상)

UAE 외 7 5,000 

2018.4.8
~4.17

부패방지 등 선진 감찰제도 벤치마킹
에스토니아 

외
2 8,839

2018.4.10
~4.21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미국 국립공원과 관광자원 성공사례 
벤치마킹으로 글로벌한 문화관광도시 
방안 제시

미국 12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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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4.15
~4.28

유기농 코치  역량 강화
독일,

스위스
1 2,458

2018.4.16
~4.20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일본 도서관 및 서점 벤치마킹

일본 5 3,000

2018.4.18
~4.24

TPO 회원도시간 국제관광교류전 타이완 2 705

2018.4.18
~4.28

지방분권 대응 선진지 벤치마킹
슬로베니아 

외
3 13,425

2018.4.25
~5.1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자립
선진지 벤치마킹

프랑스,
독일

3 5,000

2018.4.23
~4.27

야외푸드코트 선진지 벤치마킹 싱가포르 3 4,000

2018.5.3
~5.11

전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외 우수계획도시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3 9,075

2018.5.6
~5.17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전통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킨 선진국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12 48,409

2018.5.9
~5.21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칼

15 65,465

2018.5.10
~5.12

청소년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일본 2 1,547

2018.5.14
~5.25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선진복지시스템 벤치마킹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미국,캐나다 1 5,450

2018.5.14
~5.25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천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
관광산업 육성 방안 모색

미국,캐나다 5 27,250

2018.5.14
~5.25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선진 사회복지시스템 벤치마킹 및
자연경관 활용 관광객 유치방안 연구

러시아 외 2 10,900

2018.5.15
~5.24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선진지
벤치마킹

핀란드 외 6 22,464

2018.5.15
~5.25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다민족・다문화 지역 관광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모스크바 
외

12 43,747

2018.5.18
~5.27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유럽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벨기에,
네덜란드

6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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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5.23
~5.31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해외선진지 견학

스페인,
 포르투갈

1 1,950

2018.5.20
~5.26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선진 교통정책 탐구 및 관광자원 개발

태국,싱가폴,
말레이시아

4 11,270

2018.5.21
~6.1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선진국 역사문화유적지 관광자원
활용 시스템 조사 및 사례연구

노르웨이 
외

10 42,153

2018.5.23
~6.2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선진지
지방세 비교 연수

러시아 외 1 4,855

2018.5.23
~5.27

UCLG World 회의 참가 프랑스 1 2,979

2018.5.23 
~5.27

관광활성화, 지역재생 등 우수
정부혁신 사례 견학

일본 12 20,514

2018.5.23
~5.31

<청원글로벌테마연수>
글로벌 문화도시 접목요소 발굴

체코, 
오스트리아

8 12,000

2018.5.24
~6.1

<청원글로벌테마연수>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7 10,500

2018.5.24
~6.1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 벤치마킹 일본 3 5,329

2018.6.5
~6.8

지속가능 대중교통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6 7,701

2018.6.10
~6.17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및 국제협력

폴란드 2 4,987

2018.6.14
~6.22

<청원글로벌테마연수>
한옥마을연계 영화의 거리 활성화 

미국 6 9,000

2018.6.14
~6.23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상권활성화 및 도시발전 전략 모색

미국 6 9,000

2018.6.16
~6.23

제3회 한국관광문화대전
'Taste Korea! 전주스페셜' 참가

프랑스 2 7,149

2018.6.19
~6.28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3 15,000

2018.6.20
~6.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참석 프랑스 4 16,443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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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6.20
~6.24

제8회 TPO 포럼 참가 베트남 1 1,150

2018.6.20
~6.28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연계방안 벤치마킹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8 12,000

2018.6.25
~6.29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상해임시정부 견학으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정신 함양

중국 1 1,203

2018.6.25
~6.28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상해임시정부 견학으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정신 함양

중국 1 1,113

2018.6.26
~6.29

우호도시 추진 관련 교류분야 검토 등 베트남 3 6,434

2018.6.26
~7.4

<청원글로벌테마연수>
구도심 도시재생 방안 모색

프랑스, 
독일

7 10,500

2018.6.27
~7.6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선진도시 관광자원 견학을 통한
시정모델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미국, 
캐나다

5 7,500

2018.7.1
~7.10

사회주택 공급사업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네덜란드 3 9,271

2018.7.1
~7.7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해외
선진사례 조사 참가

영국 1 3,153

2018.7.20
~7.27

해외자원봉사 활동 몽골 1 1,506

2018.7.22
~8.19

해외선진농업 현장의 우수사례의 우리시 
도입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
진흥공무원의 국제소통 역량강화

캐나다 1 5,000

2018.8.20
~8.28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사람, 생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창출 방안 모색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5 7,500

2018.8.21
~ 8.29.

전주시 세정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4 22,000

2018.8.27
~8.31

<청원글로벌테마연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능동적
대처 방안 등 노사협력방안 모색

중국 19 14,250

2018.8.29
~9.1

민원우수사례 견학 일본 10 15,000

2018.9.4
~9.8

2018 상해복합소재 박람회 참가 중국 1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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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9.3
~9.7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해외
선진동물원 연수

싱가포르 3 4,483

2018.9.5
~9.13

<청원글로벌테마연수>
히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호주 7 7,500

2018.9.9
~9.17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해외 우수
도서관 벤치마킹

핀란드 외 1 3,648

2018.9.10 
~9.14

선진에너지 시책・산업 및 기후
변화 환경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1 1,778

2018.9.10
~9.20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핵심간부 정책역량 배양 및 
글로벌 역량 향상

스페인 외 1 6,105

2018.9.10
~9.20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핵심간부 정책역량 배양 및 
글로벌 역량 향상

노르웨이
외

1 6,700

2018.9.11
~9.15

싱가포르 가든시티 등 글로벌정책
홍보협의 및 UCLG ASPAC 총회 참석

인도네시아 
외

2 5,430

2018.9.17
~9.19

민관협치를 통한 한옥마을 발전방안 
마련 전통문화보존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3 4,013

2018.9.27
~10.5

농업인단체 선진 해외농업연수
미국,

캐나다
1 2,884

2018.9.27
~10.6

광장문화 및 문화재 보존방안과
국제슬로시티 발전방안(의원수행)

이탈리아,
스위스

5 16,000

2018.9.28
~10.7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도심개발
방안 모색

호주, 
뉴질랜드

8 12,000

2018.9.29
~10.8

2018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발바오 포럼' 참석

스페인 1 4,868

2018.9.30
~10.07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문화특별시 
추진 국외 벤치마킹

핀란드 외 2 8,963

2018.9.30 
~10.7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교육 해외사례 탐방

핀란드 외 6 20,000

2018.10.1
~10.11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공간
재창조 발전전략(의원수행)

호주,
뉴질랜드 4 13,200

2018.10.2
~10.11

<청원글로벌테마연수> 
다양한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골목상권 등 관광요소 모색

스페인 5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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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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비고

2018.10.3
~10.13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생태공원 조성 및 선진 대중교통
이용시스템 도입방안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4 17,850

2018.10.4
~10.13

<청원글로벌테마연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진전략 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8 12,000

2018.10.04
~10.13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7 30,413

2018.10.10
~10.19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 모색

호주, 
뉴질랜드

8 12,000

2018.10.22
~10.3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회계제도 사례연구

호주,
뉴질랜드

1 3,852

2018.10.24 
~10.26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우호교류 
협력 강화(의원수행)

일본 4 4,648

2018.10.29
~11.1

대중교통 분야 정책연구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만 6 9,370

2018.10.31
~11.2

제32회 TPO 운영위원회 참가
관광마케팅 추진

중국 1 966

2018.11.5
~11.7

선진 교통시설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 전문성 강화

일본 1 1,985

2018.11.5
~11.9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집행부 회의 참가 스페인 1 2,003

2018.11.5
~11.14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살아있는 관광전주를 위한 도시관리
및 문화관광분야 선진국 벤치마킹

미국 4 17,104

2018.11.11
~11.14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 벤치마킹 일본 1 830

2018.11.15 
~11.22

지역고용정책 선진사례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및 선진화 도모

독일 1 4,980

2018.11.17
~1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시장 벤치마킹

베트남 1 1,287

2018.11.26
~11.30

보육교직원 선진 보육프로그램 벤치마킹 싱가폴 외 1 1,762

2018.12.21
~12.24

걷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일본 보행친화도시 벤치마킹

일본 7 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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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386,330 1,859 0.13% 34 54,67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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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090,880 1,195,322 1,163,247 1,255,417 1,386,330

의회경비 1,741 1,871 1,910 1,870 1,859
의원 정수 34 34 34 34 3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6% 0.15%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198 55,031 56,188 55,000 5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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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93 34 2,72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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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3) 92,782

2018.09.27.
~10.06

광장문화 및 문화재 보존방안과
국제슬로시티 발전방안

이탈리아, 
스위스 17(5) 42,500

2018.10.01.
~10.11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공간
재창조 발전전략

호주,
뉴질랜드 13(4) 32,500

2018.10.24.
~10.26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우호교류 
협력 강화 일본 13(4) 15,938

2018.11.11.
~11.14

자전거정책 및 이용활성화
선진지 시찰 일본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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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

A)(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3,053 3,608 1,290 1,182 91.6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2,668 2,880 2,960 2,996 3,05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2,830 2,971 3,092 3,139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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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61 1,032 1,045 1,048 1,18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5.26 82.93 83.97 84.21 91.62

 ☞ 201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대상인원 및 시행경비 증가로 전년대비 

469백만원 증가하여 3,608백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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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전주시에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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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21 33,733 26.94%

시설비 (401-01) 121,967 32,837 26.92%
감리비 (401-02) 2,985 845 28.30%

시설부대비 (401-03) 257 51 20.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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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10,476 112,931 119,922 138,822 125,22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928 26,501 24,050 35,551 33,733

비율(B/A) 21.66% 23.47% 20.06% 25.61% 26.94%

  ☞ 사업추진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 업사이클센터 리모델링 등 

건축사업의 연말지출로 연말원인행위액이 전년보다 18억원(5.1%)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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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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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월,10월)

제2금고 NH은행
2017-01-01~
2019-12-31

558(*) 230 226 226
(20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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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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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