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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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9,438

5,279 0.90

일반운영비 2,975 0.51

여      비 1,294 0.22

업무추진비 421 0.08

직무수행경비 113 0.02

자산취득비 476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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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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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63,501 477,541 479,959 526,894 589,438

기본경비 4,739 4,919 4,891 5,037 5,279

비    율 1.02 1.03 1.02 0.96 0.9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보령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81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보령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보령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162 5,643 -481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9,438

73,062 12.40

인건비(101) 57,722 9.79

직무수행경비(204) 1,596 0.27

포상금(303) 2,718 0.46

연금부담금 등 (304) 11,027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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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63,501 477,541 479,959 526,894 589,438

인건비(B) 58,215 62,316 65,998 68,727 73,062

인건비비율(B/A) 12.56 13.05 13.75 13.04 12.40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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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589,438

377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63,501 477,541 479,959 526,894 589,438

업무추진비 423 388 397 390 377

비율 0.09 0.08 0.08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69,044
01월     28건   소계 12,300

1월 설(명절) 맞이 지역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등 2건 874 　

1월 다과 및 음료구입(2017년도 시정보고대회) 2,000 단일건

1월 보령시 홍보용 머드화장품 구입 등 6건 524 　

1월 2017 시정보고대회 식전행사팀 격려 2,500 단일건

1월 지역언론관계자 중식비 등 9건 1,493 　

1월 2017년 신년 언론인 시정브리핑 오찬 1,454 단일건

1월 신년 언론인 시정 브리핑 참여 기자 간담 만찬 등 4건 626 　

1월 설 명절 언론관계자에 대한 주요시책 및 지역특산품 홍보 2,100 단일건

1월 2017년 전통시장 공모사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등 3건 729 　

02월     51건   소계 10,474

2월 보령신항 및 원산도테마랜드 등 환경부 현장조사에 따른 석식 제공 등 8건 1,913

2월 2018년 정부예산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등 11건 2,606

2월 내방객 제공용 지역특산품(기념품) 구입 1,230 단일건

2월 내방객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0건 2,121

2월 2017년 인구증가시책 추진방향 관련 기자 간담 만찬 등 10건 1,167

2월 AI방역초소 근무자 노고 격려 부산품 제공 등 11건 1,437

03월     44건   소계 12,452

3월 (가칭)보령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방문단 중식비 등 11건 2,630 　

3월 주요현안사항 협의 간담회 급식 제공 등 11건 1,761 　

3월 교환시장 운영에 따른 명패 및 기념품 제작 1,754 단일건

3월 교환시장 운영에 따른 방문 참여자 오찬 등 9건 2,738 　

3월 자매도시 화재(재난.사고)에 따른 피해자 격려금 2,000 단일건

3월 관광여행사 팸투어 관계자  중식 제공 등 11건 1,569 　

04월     40건   소계 8,167

4월 현안 추진에 따른 시정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오찬 제공 등 10건 2,704

4월 언론관계자 중식비 등 11건 1,952

4월 내방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등 9건 1,734

4월 경제개발국 현안업무추진관련 회의참석자 중식제공 등 10건 1,777

05월     51건   소계 13,229

5월 주요 현안 추진 및 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만찬 등 12건 3,292 　

5월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간담회(대전,세종) 급식 1,200 단일건

5월 충남연구원 초청 간담회 등 8건 1,411

5월 학습관광 업무협약 관계자 만찬 간담 1,496 단일건

5월 대천1동 우수 저류시설 관련 인근 주민과의 간담 등 5건 599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내방객 제공용 지역특산품(기념품) 구입 1,000 단일건

5월 학습관광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참가자 간담 오찬 등 10건 2,071 　

5월 내방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3건 2,160 　

06월     69건   소계 21,650

6월 계절영업 공개추첨 실시 노고 격려 급식 등 10건 2,470 　

6월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초청간담회 급식 1,120 단일건

6월 울릉군 방문에 따른 홍보용머드 구입 등 16건 3,769 　

6월 충남도청 향우공무원과의 초청 간담 2,800 단일건

6월 상수원 확보를 위한 마을 주민 간담 등 15건 3,483 　

6월 가뭄피해 점검 내방에 따른 지역 특산품 제공 홍보 등 12건 3,369 　

6월 민선6기 3주년 결산 시정브리핑 오찬 간담 1,410 단일건

6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상황보고에 따른 지역특산품 제공 홍보 등 13건 3,229 　

07월     49건   소계 13,083

7월 주요현안 및 정책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오찬 제공 등 9건 1,310 　

7월 인천남동구 볼링팀 방문 홍보용 김제품 구입 등 11건 2,301 　

7월 제12회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간담회 참석자 오찬 1,020 단일건

7월 도 보안 담당자와의 간담 오찬 등 13건 3,852 　

7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유소년 축구팀 방문단 초청 간담 1,171 단일건

7월 보령머드축제 글로벌 홍보를 위한 관계자 오찬 간담 등 14건 3,429 　

08월     55건   소계 13,807

8월 주요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및 오찬 제공 등 8건 1,066 　

8월 머드화장품 구입 1,157 단일건

8월 2018 지특사업 확보 재정간담 특산품 및 다과 구입 등 10건 2,635 　

8월 일본 후지사와시 방문단 특산품 홍보 등 12건 2,685 　

8월 2017년 피서지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비 1,470 단일건

8월 제20회 보령머드축제 홍보 언론 간계자 오찬 간담 등 12건 3,014 　

8월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 등 11건 1,780 　

09월     62건   소계 19,683

9월 방문자매도시 공무원 오찬 제공 등 10건 2,786 　

9월 정부예산 확보 재정간담회 급식 제공 등 13건 3,445 　

9월 충남도-보령시 탁구 교류전 선수 간담 만찬 등 15건 4,909 　

9월 추석 명절 언론관계자에 대한 주요시책 및 지역 특산품 홍보 2,150 단일건

9월 2017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 2,360 단일건

9월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 장수 축하물품 지원 등 12건 2,762 　

9월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법률 자문 참석자 중식 제공 등 10건 1,271 　

10월     33건   소계 8,199

10월 주요현안 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및 오찬 제공 등 9건 1,966 　

10월 다과 구입(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등 8건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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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3. 수산선진국 다기능 수산복합시설 견학 일본 1 1

2.22.~2.23.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판로 개척 일본 1 0.8

3. 1.~3.11. 지방재정 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유공공무원 미국, 캐나다 1 4

3. 8.~3.11. 농민단체협의회 선진농업 해외 견학 인솔 일본 1 1

3.12.~3.19.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견학
핀란드, 노르웨이 1 4

3.14.~3.17. 농민단체협의회 선진농업 해외 견학 인솔 일본 1 1

3.22.~3.31.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정책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선

진지 견학
미국, 캐나다 1 4

4. 3.~4. 7.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1 2

4. 7.~4.14. 공용차량 관리 및 계약 업무 담당자 선진지견학 독일 1 3

4.11.~4.14.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시공 해외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일본 1 1

4.12.~4.20.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

독일,이탈리아,오스트

리아
1 2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월 3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 석식제공 1,197 단일건

10월 시민안전 및 질서유지 보령경찰서 격려 등 15건 3,946 　

11월     50건   소계 14,172

11월 주요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오찬비 등 10건 2,148 　

11월 보령시 홍보용 머드화장품  구입(단양군,인천시 남동구, 울릉군) 1,273 단일건

11월 경북울릉군과의 자매결연 기관기념품 등 12건 2,987 　

11월 자매도시 김천시 야구대회  관계자 등 준비 및 참가 격려 간담 1,200 단일건

11월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축하화환 구입 등 13건 3,463 　

11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점검에 따른 중식 제공 등 13건 3,101 　

12월     67건   소계 21,828

12월 전략사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보령머드제품 구입 등 7건 836 　

12월 머드화장품 구입 1,474 단일건

12월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관계자 간담중식 등 11건 3,767 　

12월 언론관계자 석식비 등 11건 3,413 　

12월 2017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성금 기부 등 11건 3,026 　

12월 4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 석식제공 1,282 단일건

12월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관계자 간담 등 13건 3,804 　

12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관련 방문관계자 지역특산품 제공 등 12건 4,226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4.17.~4.25.
우수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농업 연수 

선진지견학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1 3

4.23.~5. 1. 지하수자원의 총량관리 정책 발굴 선진지 견학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1 3

4.24.~5. 1. 임도 시설 관리 기술 습득 및 활용 사례 선진지견학 오스트리아 1 2

4.26.~4.30. 치매예방사업 선진지 견학 일본 1 1

4.29.~5.2.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국외여행 홍콩 27 27

5. 9.~5.16. 대중교통 정책 및 운영 사례 발굴 선진지견학 영국,프랑스,독일 1 3

5.13.~5.20.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미국, 캐나다 1 3

5.15.~5.19.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일본 1 2

5.17.~5.26. 범죄예방환경 및 경관관리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영국, 노르웨이, 네덜

란드
2 7

5.17.~5.26.
선진 인권도시 사례조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권 증진 선진지견학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1 5

5.18.~5.25.
감찰공무원 북유럽 선진 청렴국가 감사제도 선진지 

견학
노르웨이, 핀란드 1 4

5.19.~5.27.
강 하천 수 환경 변화 대응사례 조사를 위한 선진지 

견학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1 4

5.23.~5.26. 판판그룹 투자유치 및 경제교류 협의 방문 중국 4 3

5.24.~5.31.
국제측량사연맹 회의 참가 및 선진측량시스템 활용 

방법 사례조사 선진지견학
노르웨이, 핀란드 1 3

5.24.~6. 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협력방안 연구를 위한 선진

지견학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3

5.24.~6. 2.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원발굴 등 선진사계 연구를 

위한 선진지견학

프랑스, 스위스, 이탈

리아
1 4

5.29.~6. 5. 양성평등 실행연구를 위한 선진지 견학 스웨덴, 노르웨이 1 4

6. 5.~6. 9.
선진 임업국의 산림정책 발굴 및 임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대만 1 1

6. 5.~6. 9.
운전직, 운영직군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국외 산업 

시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1 18

6. 7.~6.16.
충남형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을 위한 선진지견학

독일,오스트리아,크로

아티아,슬로베니아
1 4

6. 8.~6.14. 한민족해외문화권탐방활동(청소년) 중국 1 1

6. 8.~6.17.
하천의 공간환경계획 등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선진

지견학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1 3

6.13.~6.17.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선진지견학 일본 1 1

6.15.~6.24.
축사 냄새 저감 및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보급 

선진지견학
독일, 덴마크 1 3

6.16.~6.23.
다문화 정책 고찰을 통한 사회통합 사례 연구 선진

지견학
호주 1 1

6.17.~6.25. 2017년 농어촌 개발 전문가 심화과정 선진지 연수
독일, 룩셈부르크, 벨

기에, 네덜란드
1 4

6.20.~6.23 향부숙과정해외교육 일본 1 1

6.21.~6.30.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 수립 선진지견학
프랑스, 스페인, 포르

투갈
3 13

6.26.~7. 2. 농지의 보전 관리 등 해외 농지제도 조사 선진지견학 태국, 베트남 1 2

6.26.~7. 3.
지역사회보장제도 선진정책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선진지견학
스웨덴, 핀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28.~7. 2.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힐링연수 태국 1 1

6.28.~7. 7.
선진 홍보기법 습득과 정책 홍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7. 3.~7. 7. 여성리더양성과정(교육) 역사문화 탐방 일본 1 1

7. 4.~7. 7. 체육교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중국 2 2

7.31.~8. 4. 재난대응시스템, 관리방안 우수사례 발굴 선진지견학 일본 1 1

8.28.~9. 7.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 과제 연수 캐나다, 미국 1 6

8.28.~9. 8. 퇴직예정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러시아,핀란드,스웨덴, 

덴마크,노르웨이
22 76

9. 3.~9. 6. 향부숙과정해외교육 일본 3 3

9. 5.~9.15. 조직분야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발굴 선진지 견학 미국, 캐나다 1 5

9. 6.~9.15. 선진 교통안전문화 해외 우수시책 발굴 선진지견학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1 4

9. 6.~9.15. 강소,장수,히든챔피언기업육성우수시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1 4

9. 7.~9.14. 선진축산물 유통정책 및 판로개척 선진지견학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1 4

9. 8.~9.14.
체육단체 상생발전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정책 

선진지견학
영국, 독일 1 3

9.13.~9.22. 평생교육 해외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영국, 아일랜드 1 4

9.13.~9.22.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경영개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선진지견학
미국, 캐나다 1 5

9.16.~9.24.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도입 및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호주 1 2

9.19.~9.27.
4차 산업혁명 대응 최신 정보통신기술 정책발굴 선

진지견학

네덜란드, 스웨덴, 에스

토니아, 핀란드
1 3

9.25.~9.28.
민원시책 우수사례 발굴과 민원서비스 업무 역량 제

고를 위한 선진지견학
일본 1 2

9.25.~9.29.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 공무 국외 연수 일본 2 3

10.10.~10.14. 인구증가시책 우시직원 국외배낭연수 베트남 8 8

10.11.~10.14. 피서지 운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태국 52 60

10.18.~10.21. 세정업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만 38 43

10.15.~10.28. 한미 재난관리 비교 과정 교육 국외 연수 미국 1 5

10.23.~10.27. 전통시장 경영 혁신 사례 조사를 위한 선진지견학 일본 1 1

10.24.~10.27.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일본 1 1

10.26.~10.31. 타이베이 국제여전 참가 공무국외여행 타이완 2 2

10.31.~11. 3.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일본 1 1

10.31.~11. 8. 건전노사관계 확립 노사정책분야 공무국외연수 미국,캐나다 2 8

11. 3.~11. 9. 장사시설 해외사례 연구(교육과정)
프랑스, 모나코, 이탈

리아
1 3

11. 7.~11.12. 지구촌 새마을 운동 참가 태국, 미얀마 1 1

11. 9.~11.16. 미국LA 농특산품 판촉행사 미국 7 26

11.18.~11.25.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선진사례조사 독일, 네덜란드 1 4

11.29.~12. 2. 학교급식4과 지산지소 선진사례조사 일본 2 1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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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438 624 0.11 12 51,96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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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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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63,501 477,541 479,959 526,894 589,438

의회경비 580 568 652 633 624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2 0.14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07 47,320 54,363 52,739 51,96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30.~12. 6. 뉴질랜드 머드토피아 해외 축제 교류 뉴질랜드 6 16 단체장

12. 4.~12. 8. 산지관광 및 임산물 교류 정책발굴 중국 1 1

12. 9.~12.16.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선진사례조사 스페인 1 4

12.15.~12.22.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수립 국외연수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1 4

12.16.~12.22. 보건 의료정책 수립 선진지 견학 체코, 오스트리아 1 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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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2 2,820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21.~2.27.
(5박 7일)

해양관광 및 도서개발 
벤치마킹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재활용 사례 발굴 등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5) 30,000

11.9.~11.16.
(7박 8일)

시온마켓 판촉행사,
시장조사 및 재배단지 견학 등

미국 LA 1 3,842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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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7년 우리 보령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96 589,438 1,436 0.24 1,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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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1,233 1,280 1,280 1,396

세출결산액 (B) 463,501 477,541 479,959 526,894 589,438

맞춤형 복지비 (C) 1,098 1,119 1,142 1,142 1,436

비율(C/B) 0.24 0.23 0.24 0.22 0.2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11 908 892 892 1,02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보령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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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631 30,057 23.19

시설비 (401-01) 127,738 29,738 23.28

감리비 (401-02) 1,638 260 15.88

시설부대비 (401-03) 255 58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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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99,155 94,840 102,171 124,364 129,63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727 20,153 14,778 22,318 30,057

비율(B/A) 28.97 21.25 14.46 17.95 23.1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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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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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8.12.31. 320 80

(당초) 80 80
(‘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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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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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기획감사실 만세보령장학회출연금 교육 고등
교육 306-01 30 30 0

교육체육과 보령시체육회운영 문화
관광 체육 307-03 30 30 0

관 광 과 제20회보령머드축제 문화
관광 관광 307-04 20 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