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행정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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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322

6,862 0.57

일반운영비 3,366 0.28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여  비 2,481 0.21 · 국내여비
·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800 0.0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15 0.02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73,985 931,836 1,032,102 1,090,880 1,195,322

기본경비 6,508 6,831 6,951 6,707 6,862

비율 0.74% 0.73% 0.67% 0.61% 0.57%

‣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전주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560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전주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주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2,538 19,098 -6,560 0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95,322 152,822 12.79

인건비(101)

1,195,322

123,367 10.32

직무수행경비(204) 3,295 0.28

포상금(303) 5,592 0.47

연금부담금 등 (304) 20,567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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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873,985 931,836 1,032,102 1,090,880 1,195,322

인건비(B) 126,303 132,004 136,034 146,753 152,822

인건비비율(B/A) 14.45% 14.17% 13.18% 13.45% 12.79%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61억원(4.14%) 증가한 1,528억원으로 총 정원 

증가 및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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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322 87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195,322
39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7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인건비 연도별 변화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73,985 931,836 1,032,102 1,090,880 1,195,322

업무추진비 779 812 845 823 870

비      율 0.09% 0.09% 0.08% 0.08% 0.07%

☞ 전년대비 업무추진비는 47백만원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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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계 35건 96 259.6

2.3~2.7
태국 방콕 등 대표한식당 
업무협약 체결

태국 1 1.4

2.6~2.9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공식초정에
따른 교류협력 및 우의증진도모

일본 5 1.0

2.12~2.1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심포지엄 참가

일본 2 1.9

3.7~3.15
탄소산업활성화 및 문화산업 
국제교류확대

프랑스 외 5 24.0

3.11~3.15
전라감영복원을 위한 
일본주요도시 정책 벤치마킹

일본 3 4.5

4.22~4.26
생활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 처리 전과정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견학

일본 3 4.4

5.13~5.22
해외아트타운형 
도시재생사례별 비교 및 견학

독일외 1 1 2.2

5.24~5.28
2015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및 음식창의도시 발전방안 워크샵 참가

일본 2 3.3

5.27~5.31
제7회 TPO 총회 및 
실무급회의 참가

중국 2 4.1 단체장

6.4~6.10
전주동물원 특성화를 위한 
유럽 생태동물원 연수

독일 외 4 9.0

6.18~6.25
2015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 
참석

이탈리아 외 2 11.2

8.25~9.2
2015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정책연수 참가

영국 외 2 9.8 단체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12~8.15
전주-가나자와 양시 도서관 
교류 협약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인문문화유산분야 교류 증진

일본 4 5.9

9.8~9.16
선진농업기술 수집활용을 통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및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인솔

스페인 외 1 3.6

8.13~8.21
2015 정년퇴직 공무직 
산업시찰 인솔

이탈리아 외 1 3.8

9.3~9.11
우수 감찰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선진 감사기법 
벤치마킹

스페인 외 2 8.2

8.27~8.31 제 15회 녹색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2 1.8

9.15~9.18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 추진 및 도모

베트남 2 1.0

9.26~9.29
선진 지방재정 조정제도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사례 벤치마킹

일본 4 5.4

10.4~10.12
덕진공원 유역 LID사업 및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미국 외 3 12.5

10.6~10.9
한옥마을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일본의 전통지역 
탐방 및 벤치마킹

일본 5 6.6

10.6~10.9
일본 선진사례 견학 및 시설 
벤치마킹

일본 4 5.2

10.11~10.20
해외 우수 보육시설 견학을 
통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방법 도입

스페인 외 2 5.0

10.19~10.23
해외 우수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및 도시재생 관련 
업무 활용

일본 5 8.2

10.25~11.1
탄소산업 세계화 기반마련 및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

미국 3 17.3

11.2~11.5
전주-중국 쑤저우 인문문화유산 
교류 확대에 따른 한지공예품 
전시회 공예작가 인솔

중국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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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전주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95,322 1,871 0.16% 34 55,03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

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2.3~12.11
선진 국가 조직 및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정책업무 벤치마킹

호주 외 1 3.6

11.10~12.8
2015년 농촌지도공무원 
공무국외(KOPIA과정) 연수

볼리비아 1 2.0

11.7~11.14
슬로시티 재지정 협려 강화 및 
유럽 생태도시 문화관광세일즈 콜 계획

이탈리아 
외

8 39.6 단체장

12.3~12.11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지자체 공무원)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

스위스 외 1 1.9

12.3~12.7
국제어워드 UCLG-멕시코시
-컬쳐 21 응모관련 논의

프랑스 1 2.6

12.15~12.17
선진 해외 성매매집결지 벤치마킹 
및 도심재성 기반조성

일본 2 2.2

12.18~12.27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사례 지역방문

영국 외 8 38.1

1.15~1.22
2016 해외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지도 및 지원

인도네시아 1 2.1

1.13~1.21
전주시 행복지표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 탐방

덴마크 2 6.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73,985 931,836 1,032,102 1,090,880 1,195,322

의회경비 1,793 1,853 1,830 1,741 1,871

의원 정수 34 34 34 34 3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20% 0.18% 0.16%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745 54,508 53,836 51,198 55,031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90 34 2,64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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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0 1,195,322 2,971 0.25 1,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20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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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89,813

2015.02.06.~
02.09

국제자매도시(가나자와시)방문 일본 11(4) 12,001

2015.03.07.~
03.15

탄소산업 활성화 및 
문화․산업 국제교류 확대

영국,프랑스,
모로코

1 5,538

2015.08.09.~
08.12

가정쓰레기 배출 관련 
벤치마킹

일본 3 4,380

2015.08.18.~
08.27

사회복지정책 및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14(3) 65,401

2015.12.31.~
2016.01.04

한브랜드형 인재양성을 위한 
의원연수

중국 2 2,49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2,611 2,622 2,618 2,668 2,880

세출결산액 (B) 873,985 931,836 1,032,102 1,090,880 1,195,322

맞춤형 복지비 (C) 2,853 2,867 2,870 2,830 2,971

비율(C/B) 0.33 0.31 0.28 0.26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92 1,093 1,096 1,061 1,032

 ☞ 2015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141백만원 증가하여 2,971백만원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전주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2,931 26,501 23.47%

시설비 (401-01) 111,122 24,790 22.31%

감리비 (401-02) 1,613 1,671 103.56%

시설부대비 (401-03) 195 40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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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94,144 112,999 97,333 110,476 112,93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962 22,008 39,932 23,928 26,501

비율(B/A) 24.39% 19.48% 41.03% 21.66% 23.4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전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345 29,537 3,192

지방세 14,537 18,442 3,905

세외수입 11,809 11,095 -7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회계결산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기후 수납분이

이월되었으며, 향후에도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32,672 34,012 24,430 26,345 29,537

지방세 15,538 16,716 13,287 14,537 18,442

세외수입 17,134 17,297 11,143 11,809 11,095

☞ 유사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징수팀 운영(세외수

입+지방세)으로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

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의 결과임.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

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

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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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000 1,082 　1,082 1,082

제1금고 전북은행
2014-01-01~
2016-12-31

3,000 1,000 1,000 1,000
(2015-09-30)

제2금고 농협은행
2014-01-01~
2016-12-31

0 82 82 82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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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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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편성액 : 1,082백만원(본예산 및 1회추경), 세입처리액 : 1,082백만원(2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