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보령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보령시장 (인)

◈ 우리 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205억원으로, 전년 예

산대비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58억원)보다 94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9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2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는 342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3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

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18%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이 많아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세외

수입 증대방안 모색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rcn.go.kr/)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영은(041-930-3134)

http://www.brcn.go.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보령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7,205 7,046 159 6,258 5,664 594

세 출 예 산 7,205 7,046 159 6,258 5,664 594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0.37 21.43 △1.06 19.75 22.17 △2.42

재 정 자 주 도 67.18 67.72 △0.54 65.04 66.84 △1.8

통 합 재 정 수 지 36 25 11 27 30 △3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67 6.23 0.44 4.5 4.34 0.16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59.96 79.65 △19.69 53.10 50.46 2.64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라)(경기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보령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0,547 606,148 65,560 30,325 18,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34,114 602,966 609,674 704,587 720,5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082 100 498,321 100 497,667 100 580,425 100 606,148 100

지 방 세 36,300 8.17 39,300 7.89 41,700 8.38 51,500 8.87 51,500 8.50

세외수입 18,220 4.10 29,277 5.88 36,394 7.31 36,750 6.33 37,754 6.23

지방교부세 178,595 40.22 184,929 37.11 193,500 38.88 238,500 41.09 253,500 41.82

조정교부금 등 15,600 3.51 24,000 4.82 27,908 5.61 30,220 5.21 30,220 4.99

보 조 금 161,521 36.37 185,296 37.18 170,469 34.25 187,336 32.28 198,945 32.8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846 7.62 35,519 7.13 27,696 5.57 36,119 6.22 34,229 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0,547 606,148 65,560 30,325 18,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34,114 602,966 609,674 704,587 720,5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082 100 498,321 100 497,667 100 580,425 100 606,148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8,640 6.45 31,540 6.33 35,639 7.16 39,415 6.79 37,049 6.11
공공질서 및 안전 18,843 4.24 25,417 5.10 13,781 2.77 19,438 3.35 13,232 2.18
교   육 7,022 1.58 3,622 0.73 3,698 0.74 5,278 0.91 6,822 1.13
문 화  및  관 광 27,348 6.16 35,323 7.09 39,837 8.00 46,060 7.94 50,771 8.38
환 경 보 호 37,532 8.45 47,268 9.49 40,902 8.22 41,086 7.08 43,686 7.21
사 회 복 지 114,680 25.82 118,607 23.80 124,304 24.98 140,851 24.27 157,968 26.06
보   건 6,689 1.51 8,225 1.65 8,108 1.63 10,323 1.78 11,983 1.98
농 림 해 양 수 산 73,496 16.55 91,702 18.40 81,996 16.48 106,583 18.36 104,841 17.30
산업 ･중소기업 5,549 1.25 3,348 0.67 2,977 0.60 3,337 0.57 3,596 0.59
수 송  및  교 통 14,352 3.23 16,601 3.33 17,593 3.54 30,149 5.19 31,028 5.12
국토 및 지역개발 32,301 7.27 34,108 6.84 39,986 8.03 34,454 5.94 41,642 6.87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3,759 0.85 5,850 1.17 8,638 1.74 12,207 2.10 6,295 1.04
기   타 73,872 16.63 76,709 15.39 80,208 16.12 91,243 15.72 97,235 16.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28,941 747,443 18,502 2.54

보령시 704,587 720,547 15,960 2.27

공사‧공단 10,842 12,148 1,306 12.05

출자‧출연기관 13,512 14,748 1,236 9.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3개) : ㈜대천리조트, (재)만세보령장학회, (재)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37
(14.72)

606,148
(606,148)

123,483
(89,254)

482,665
(482,665) 0 0

(3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9.90

(12.28)
20.89

(13.76)
21.26

(15.69)
21.43

(15.20)
20.37

(14.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사 지방

자치단체의 평균값과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향후 지방 세입 확충, 경상 세

외수입 세원 발굴 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18
(61.53)

606,148
(606,148)

407,203
(372,974)

198,945
(198,945) 0 0

(3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3.63

(56.01)
62.82

(55.69)
65.75

(60.18)
67.72

(61.50)
67.18

(61.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주도의 최근 5년 치 추이를 보면, 동종 단체 평균값과 유사한 65%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도, 2019년도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단체의 평

균값보다 2% 증가된 67%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자주 재원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

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33,912 676,631 1,066 2,610 1,544 47,872 678,174 -44,262 3,609

일반회계 575,838 581,878 310 10 -300 30,000 581,577 -5,739 24,260

기타
특별회계

15,168 28,125 396 2,000 1,604 12,860 29,729 -14,560 -1,700

공기업
특별회계

40,823 65,495 0 0 0 5,012 65,495 -24,672 -19,660

기 금 2,082 1,133 360 600 240 0 1,373 709 7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37,006 -40,923 -36,379 -45,161 -44,262

통합재정수지 2 634 1,773 718 2,507 3,609

☞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보다 지출과 융자가 더 많아 적자이나,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 영향으로 흑자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83,950 941,905 974,386 1,014,790 1,056,791 4,871,822 4.60

자 체 수 입 140,569 150,512 153,197 154,400 151,679 750,357 1.90

이 전 수 입 624,480 667,666 694,742 733,722 775,196 3,495,806 5.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8,901 123,728 126,447 126,668 129,916 625,660 2.20

세        출 883,950 941,905 974,386 1,014,790 1,056,791 4,871,822 4.60

경 상 지 출 185,902 187,604 196,812 199,859 208,243 978,420 2.90

사 업 수 요 698,048 754,301 777,574 814,931 848,548 3,893,402 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24,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5,1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 17,5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29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보령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916 1,916 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16

주민주도형 웅천읍 주민쉼터 공원 조성 5
주민주도형 웅천읍 관당3리 돌 석축 및 배수로 공사 18
주민주도형 웅천읍 성동2리 마을안길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웅천읍 대창6리 배수로 정비 10
주민주도형 웅천읍 구룡2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웅천읍 성동1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웅천읍 대천1리 마을안길 석축 공사 20
주민주도형 웅천읍 수부,죽청 배수로 정비공사 17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1리(학교앞) 배수로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1리(대섶말)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2리(구거) 배수로 복개 18
주민주도형 주포면 마강1리(열녀문)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1리(원당)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1리 배수로 설치 5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2리 쉼터 펜스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2리 제방 포장 공사 16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배수로 확장 5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배수로 정비 7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농로 정비 4
주민주도형 주포면 연지리(가줄저수지)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주교1리(195-1) 마을쉼터 조성 20
주민주도형 주교면 송학3리(968-1) 도로변 화단 조성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관창3리(1031-31) 마을쉼터 설치 16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1리(107-11) 마을쉼터 설치 17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4리(1287-4) 마을공원 조경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관창1리(394-10) 도로섬 조경공사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3리(1050-4) 마을쉼터 조경공사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2리 점촌 노인회관 비가림막 설치 7
주민주도형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소공원 조성공사 20
주민주도형 오천면 영보1리(석소) 콘크리트 포장 30
주민주도형 오천면 원산3리 복지회관 쉼터 설치 25
주민주도형 오천면 원산1리(진고지) 마을안길 확포장 25
주민주도형 오천면 교성1리(자연) 배수로 정비 2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오천면 오포3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1리 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1리 마을안길 포장 15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3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학성4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1리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설치 20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3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3리 화단 조성 5
주민주도형 천북면 장은4리 벽화그리기 조성 10
주민주도형 천북면 장은4리 아스콘 덧씌우기 10
주민주도형 천북면 신덕1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1리 마을안길 개선 10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2리 마을쉼터 조성 15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3리 배수로 설치 10
주민주도형 청소면 죽림3리 배수로 정비 9
주민주도형 청소면 재정1리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청소면 재정2리 마을안길 정비 18
주민주도형 청소면 정전1리 마을쉼터 보수 3
주민주도형 청소면 야현2리 마을쉼터 보수 5
주민주도형 청소면 장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청소면 장곡1리 마을쉼터 조성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마을정자 도색 및 보수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쓰레기 수거함 설치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청라면 가로변 공원화 사업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마을안길 보수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소양1리(스무티) 마을정자 설치 30
주민주도형 청라면 은행나무 공원 조성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은고개길 마을 등산로 야외의자 설치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주민자치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32
주민주도형 남포면 주민자치문화센터 공원 정비 20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항2리(밤섬) 쉼터 설치 18
주민주도형 남포면 삼현3리 생활환경 정비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기1리 마을회관 주변 경관개선 12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항1리(양아) 경로당 광장정비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신흥2리 경로당 쉼터 설치 18
주민주도형 주산면 증산리 면경계 이정표 설치 5
주민주도형 주산면 면민식당 리모델링 및 조리물품 구입 4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산면 화평1리 운동기구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산면 동오1리 배수로 안전시설 10
주민주도형 주산면 주야1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산면 3·1 독립만세운동 상징거리 조성 20
주민주도형 주산면 신구2리 마을진입로 하수구 복개 8
주민주도형 미산면 도화담2리 용배수로 설치 15
주민주도형 미산면 늑전리 농로포장 13
주민주도형 미산면 봉성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미산면 은현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미산면 옥현1리 쉼터 보강 12
주민주도형 미산면 내현리 농로포장 및 선형 개량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대농리 못골앞 배수로 정비 5
주민주도형 미산면 늑전리 진입로 인도 설치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풍계리 마을안길 핸드레일 설치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풍산리 마을진입로 포장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개화2리 배수로 설치 3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4리 독거노인 공동생활방 야외화장실 설치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4리 분리수거함 설치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5리 배수로 확장 공사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6리 용수보 및 용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6리 세아아파트 주변 정비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개화3리 산책로 징검다리 설치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봉황산 등산로 정비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죽정2통 주민쉼터 조성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대천16통 주민쉼터 조성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마을방송장비 교체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대천천 꽃동산 조성 20
주민주도형 대천2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4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무학아파트 진입로 개설 1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19통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15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0통(신한연립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8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1통(대천여중 앞) 화단 조성 5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동 일원 벽화 그리기 1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6통 배수로 설치 2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33통 (대천휴먼시아) 펜스 설치 8
주민주도형 대천3동 화산2통 농로진입 배수로 복개 20
주민주도형 대천3동 화산1통 배바위 수로 복개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대천3동 휴먼시아 뒤 마을안길 포장 18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2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3통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2통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2통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2통 농로 포장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15통 마을 홍보 게시판 설치 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15통 잔디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7통 잔디등 설치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7통 생활체육시설 설치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3통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쉼터공간을 활용한 엉뚱책방 설치 15
주민주도형 대천5동 남곡2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주민주도형 대천5동 남곡3통 이주단지 주차 공간 확보 30
주민주도형 대천5동 신흑통 배수로 정비 18
주민주도형 대천5동 요암1통 마을안길 확포장 20
주민주도형 대천5동 요암3통 농로포장 22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7 117 193 259 636,473 612,845 23,628

기 획

감 사 실
1 2 6 5 14,930 24,428 -9,497

홍 보

미디어실
1 2 7 5 4,880 4,412 468

자 치

행 정 국
1 42 56 88 305,178 290,111 15,067

경 제

도 시 국
1 33 59 85 159,531 146,204 13,328

해양수산

관 광 국
1 16 29 28 54,148 54,903 -755

직속기관 1 21 33 46 79,751 76,201 3,550

의 회

사 무 국
1 1 3 2 2,477 2,258 219

읍 면 동

사 무 소
0 0 0 0 15,577 14,328 1,2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

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37 67.18 26.06 31.96 46.96 84.1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0

79
135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6 275 -1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0

80

2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8

의원국외여비 49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3

지방보조금 54,822 19,986 -34,83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1,600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은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97,199백만원)×0.0035 적용.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3년간 당초예산평균액×1.297)+(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년간 당초예산평균액×1.176)+(의원국외여비 3년간 당초예산평균액×1.05)}를
적용함.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
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으로 산출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
비,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기준액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여 편성.

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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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2,033 667 50 617 0.10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15,815 585,857 591,630 683,605 702,033

국외여비 총액
(B=C+D)

280 280 376 623 667

국외업무여비
(C)

27 30 30 45 50

국제화여비
(D)

253 250 346 578 617

비율 0.05 0.05 0.06 0.09 0.10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보령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06,148 5,996 0.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44,082 498,321 497,667 580,425 606,148

행사･축제경비 5,724 6,182 7,229 7,965 5,996

비율 1.29 1.24 1.45 1.37 0.99



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597 2,342

인건비 절감 656 743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15

업무추진비 절감 151 16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155 -2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0 1,441

지방청사 관리․운영 2,928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78 -1,04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27 -137

지방세 체납액 축소 933 -1,202

경상세외수입 확충 -825 1,93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40 -1,431

탄력세율 적용 201 -207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보령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6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처리 소홀 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보령시가 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

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