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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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775,799

5,695 0.73

일반운영비 3,417 0.44

여  비 1,342 0.17

업무추진비 494 0.06

직무수행경비 122 0.02

자산취득비 320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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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79,959 526,894 589,438 629,362 775,799

기본경비 4,891 5,037 5,279 5,830 5,695

비율 1.02 0.96 0.9 0.93 0.7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보령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141㎡가 적습니다. 

(단위 : ㎡)
보령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보령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1,824 13,965 -2,14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75,799

86,859 11.2

인건비 69,236 8.92

직무수행경비 1,860 0.24

포상금 2,860 0.37

연금부담금 등 12,903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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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79,959 526,894 589,438 629,362 775,799

인건비(B) 65,998 68,727 73,062 84,528 86,859

인건비비율(B/A) 13.75 13.04 12.39 13.43 11.20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75,799

470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2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79,959 526,894 589,438 629,362 775,799

업무추진비 397 390 377 451 470

비율 0.08 0.07 0.06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 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41,901

1월

소 계  63건 20,336
기해년 민생현장 방문 업무추진 노고 격려 등 13건 6,757

보령시 홍보 특산품 구입 등 5건 1,662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 등 39건 8,127

보령세무서장 취임에 따른 화환 구입 등 4건 400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언론관계자 지역특산물 1,680 단일건

2019 신년 언론인 오찬 간담 1,710 단일건

2월

소 계  56건 19,804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3,575 단일건

충남연구원 정책탐방 방문단 간담 오찬 1,370 단일건

설명절 언론관계자 주요시책 및 지역특산품 홍보 2,600 단일건

보령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0건 2,733

2019년 기해년 민생현장 방법 업무추진 노고 격려 등 43건 9,526

3월

소 계  83건 19,579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 만찬 1,434 단일건

보령시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2건 3,730

2019년 제1회 건축분야 워크숍 개최 지역특산품 홍보 1,000 단일건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 관계자 급식 등 68건 11,696

내방객 제공용 지역특산품 구입 1,720 단일건 

4월

소 계  77건 15,140

보령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3건 3,352

2018 회계결산 검사 위원 간담 오찬 등 63건 10,537

충남 보건진료소장 직무연찬 및 정기총회 지역특산품 구입 1,250 단일건 

5월

소 계  85건 16,467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준비 유럽 기관방문 지역특산품 구입 등 6건 1,278

정부예산 확보 관련 업무협의 관계자 격려 등 5건 1,420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만찬 등 17건 2,265

2020년 국·도비 확보 재정간담회 관계자 만찬 등 44건 9,009

해양관광개발사업 관계자 오찬간담회 등 13건 2,494

6월

소 계  70건 17,512

보령시 홍보 특산품 구입 등 20건 4,912

대천해수욕장 개장 및 머드축제 등 적극홍보 협의 언론인 만찬 등 10건 1,856

충청남도 향우공무원 초청 간담 2,100 단일건

제2회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오찬 1,764 단일건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협의 간담 등 38건 6,878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소 계  75건 17,293

보령시 홍보용 물품 구입 등 19건 4,420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오찬 등 16건 4,026

해양관광개발사업 및 박람회 추진 관련 관계자 오찬 등 24건 4,915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국비확보 등 협의 관계자 만찬 등 16건 3,932

8월

소 계  64건 16,645

보령시 홍보특산품 구입 등 12건 3,642

2019년 피서지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 3,000 단일건

제22회 보령머드축제 성공개최 및 내년도 개선방안 간담 만찬 등 21건 4,008

국도 77호 개통대비 원산도권역 정책 개발 현장점검 관계자 오찬 등 30건 5,995

9월

소 계  67건 21,149

내방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7건 6,283

충남도지사 보령댐 가뭄대응 점검 관계자 만찬 등 20건 4,527

추석 명절맞이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2,800 단일건

기억의 숲 조성 등 산림분야 도비확보 간담 만찬 등 29건 7,537

10월

소 계  94건 28,342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650 단일건

양승조 도지사 민선7기 취임 2년차 보령 방문 관련 만찬 2,610 단일건

청소년 미래환경 교육센터 건립 협조 간담 만찬 등 16건 5,956

보령시 홍보 특산품 구입 등 30건 8,520

2020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 현장실사단 방문에 따른 관계자 오찬 등 46건 8,605

11월

소 계  100건 22,968

보령시 홍보용 머드화장품 구입 등 28건 8,451

해양레저관광거점공모사업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등 37건 6,986

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협의 간담 만찬 등 35건 7,531

12월

소 계  114건 26,666

2019년 제4회 충청남도 세제개선연구팀 토론회 개최에 따른 지역특산품 홍보 등 22건 7,202

찾아가는 4분기 읍면동장 토론회 오찬 제공 등 44건 7,696

국내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관련 간담회 등 48건 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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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8

1. 18. ~ 1. 21.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세부 
시눌룩 축제 교류 필리핀 2 2.3

1. 25. ~ 1. 28. 보령시대표단 후지사와시 방문 일본 3 1.5

2. 18. ~ 2. 25. 조기발주 합동 설계팀 업무 추진 
유공 스페인, 포르투갈 7 18.6

2. 25. ~ 3. 2. 정부예산 확보 관계자 
공무국외연수 아랍에미리트 1 2.7

3. 26. ~ 4. 1.
바이칼 얼음낚시 축제 초청 방문
(보령머드축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러시아, 몽골 5 12 단체장

4. 3. ~ 4. 11. 2019년 해외 선진농업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6

4. 10. ~ 4. 19. 4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적공간정보 활용사례 연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4. 11. ~ 4. 14. 2019 유나이티드 공항 괌 마라톤 
축제 초청 방문 괌 3 2

4. 11. ~ 4. 19.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 문화, 복지 정책 
벤치마킹(통합문화이용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2.7

4. 17. ~ 4. 26. 2019년 재정운용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4

4. 28. ~ 4. 30.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1 1

5. 2. ~ 5. 9 . 복합형 해양수산 다기능어항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여행 이탈리아 2 8.4

5. 7. ~ 5. 12. 2019 중국 연변 동북아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중국 1 0.7

5. 13. ~ 5. 20. 보령상품 수출을 위한 중국시장 
현지 조사 국외 출장 중국 1 1.7

5. 17. ~ 5. 25.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5. 18. ~ 5. 25.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유럽 선진정책 연구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4 19 단체장

5. 18. ~ 5. 25. 인구출산보육정책분야 벤치마킹 
국외연수 독일, 프랑스 1 4

5. 19. ~ 5. 25. 선진 기록관리기관 우수사례 조사 
국외연수 캐나다 1 3.6

5. 20. ~ 5. 25. 해외 산림 및 공원 관리 실태 
우수사례 발굴 국외연수 몽골 1 1.4

5. 22. ~ 5. 31. 선진 세무행정 벤치마킹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3.7

5. 23. ~ 5. 31. 관광지개발 선진사례 연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 4.2

5. 24. ~ 5. 30. 한민족 해외문화권 탐방활동 인솔 중국 1 1

5. 24. ~ 6. 1. 주거정책 수립과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1 4.3

5. 26. ~ 6. 1. 노인공동주거시설 등 노인요양 
선진사례 견학 오스트리아, 독일 1 4.1

5. 30. ~ 6. 6. 일차보건의료 공공서비스제도 
우수사례 발굴 국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 4.2

5. 31. ~ 6. 7. 스마트 농업 농촌 융복합산업 
선진화 팀제 훈련과정 독일, 네덜란드 1 2.7

6. 2. ~ 6. 9 . 성과감사 및 정책감사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 4

6. 3. ~ 6. 11. 선진 홍보기법 습득과 정책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3.2

6. 3. ~ 6. 14. 모범공무원 국외 산업시찰(1팀)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2 48

6. 7. ~ 6. 14. 청소년 활동 정책 선진 사례 연구 스웨덴, 핀란드 1 4.2

6. 7. ~ 6. 14.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공공계약 
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스페인 1 4

6. 8. ~ 6. 14. 선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방안 
연구 국외연수 프랑스, 영국 1 3.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 9. ~ 6. 15.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구 국외연수 영국 1 3.8

6. 12. ~ 6. 21. 로드킬 방지 선진정책 사례 조사 
국외연수 캐나다 1 3.8

6. 14. ~ 6. 21. 폭염 한파 종합대책 마련 및 
대응능력 강화 국외연수 스위스, 독일 1 4.2

6. 17. ~ 6. 21. 2019 북경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중국 2 4

6. 18. ~ 6. 21. 건강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 일본 1 2

6. 18. ~ 6. 26. 선진 산림자원 육성, 산림정책 
연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 1.9

6. 19. ~ 6. 27. 문화재보존관리 행정 역량강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4

6. 19. ~ 6. 27.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우수사례 
연구 호주, 뉴질랜드 1 4.1

6. 23. ~ 6. 27.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교육과정 
국외연수 일본 1 2.3

6. 26. ~ 7. 3. 재난안전 역량강화 국외연수 미국 1 3.9

6. 27. ~ 7. 4.
농촌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과 
국제교류를 위한 강소농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벨기에 1 3.1

7. 3. ~ 7. 11. 건전 노사관계 확립 노사정책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4

7. 11. ~ 7. 15. 농업경영인 연합회 해외 벤치마킹 
인솔 라오스 1 2

7. 17. ~ 7. 27.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이탈리아 1 3.5

7. 19. ~ 7. 22. 괌 75주년 해방 기념일 축제 괌 
관광청 초청 방문 괌 1 0.2

7. 22. ~ 7. 31. 양질 조사료생산 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1 3.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 2. ~ 8. 9 . 글로벌 육성축제 해외선진사례 
연구 영국 1 3.7

8. 19. ~ 8. 3. 모범공무원 국외 산업시찰(2기)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 40

8 . 2 8 . ~ 9 .  6 . 미래 신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정책발굴 미국, 캐나다 1 3.8

8. 30. ~ 9. 3. 선진보육시설 견학 인솔 싱가포르 1 1.7

8. 30. ~ 9. 6.
민원시책 우수사례 조사 및 
민원서비스 업무 역량 제고 
국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 4.3

8. 30. ~ 9. 8. 폐광지역 핵심 현안해결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1 4.7

9. 2. ~ 9. 9 . 충남 6차산업 활성화 시책발굴 
선진사례연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1 4

9. 17. ~ 9. 24. 선진 대중교통 정책 우수사례 조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 3.9

9. 19. ~ 9. 2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적 
운영사례 연구 이탈리아, 스위스 1 4

9. 19. ~ 9. 28. 제23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해외과제 탐구 국외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4 20.2

9. 23. ~ 10. 2. 운전 운영직군 국외 산업시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 11

9. 23. ~ 10. 2. 해외 배낭연수(멘토&멘티) 독일, 프랑스, 
스페인 4 10

9. 24. ~ 9. 27. 해외 선진 수산 기반 연구 타이완 1 1.6

9. 28. ~ 10. 8.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머드축제 
홍보를 위한 ‘터프머더 방문 및 
LA아리랑 축제 참가’

미국 9 24.7 단체장

9. 29. ~ 10. 2.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기업 방문 네덜란드, 프랑스 2 8.5

10. 4. ~ 10. 13. 해외 배낭연수
(보건에 복지를 더하다) 호주 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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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 9. ~ 10. 19. 해외 배낭연수(갯바람) 오스트레일리아 4 8.6

10. 16. ~ 10. 25. 해외 배낭연수
(해외문물을 내 품으로 ) 영국 4 9.5

10. 18. ~ 10. 25. 라돈관리 선진 정책사례 연구 
국외연수 미국 1 3.6

10. 18. ~ 10. 25.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LID 기술 
벤치마킹 미국 1 4.3

10. 25. ~ 11. 2. 체육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1 3.7

10. 27. ~ 11. 2. 정보통신 선진사례 및 신기술 습득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1 3

10. 29. ~ 11. 2.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보령머드축제 발전방향 모색 
해외 선진축제 교육연수

싱가포르 1 1.7

10. 31. ~ 11. 8. 사회적 경제 문화 스마트시티를 
융합한 도시재생 선진사례 연구 영국, 스페인 1 3.9

11. 5. ~ 11. 13. 2019 우수 지방공기업 해외 
정책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1 3.7

11. 6. ~ 11. 13. 보령상품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판촉 행사 국외출장 미국 5 17.5

11. 10. ~ 11. 13.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기업 
방문(충남도 합동 MOU 체결) 네덜란드 4 14.2

11. 14. ~ 11. 18. 2019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참가 중국 1 1.5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75,799 609 0.08 12 50,75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79,959 526,894 589,438 629,362 775,799

의회경비 652 633 624 616 609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2 0.11 0.1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363 52,739 51,968 51,319 50,75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 12 1,1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 12. 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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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9. 30. ~ 10. 8.
보령머드축제 

월드투어-터프머더 방문 및 
LA아리랑 축제 참가

미국 4 13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9년 우리 보령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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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9 1,540 1,320 1,056 79.9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280 1,280 1,396 1,404 1,45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142 1,142 1,436 1,479 1,5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018 1,018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892 892 1,029 1,053 1,05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7.64 87.64 101.04 81.65 79.9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01,002 39,868 19.83

시설비 (401-01) 198,669 39,734 20

감리비 (401-02) 2,031 73 3.59

시설부대비 (401-03) 302 61 20.1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02,171 124,364 129,631 158,718 201,00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778 22,318 30,057 27,853 39,868

비율(B/A) 14.46 17.95 23.19 17.55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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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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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금고 농협은행 `19. 1. 1~
`22. 12. 31. 360 90

(본예산) 90 90
(‘19. 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 1. 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90 90 0

관광과 보령머드축제
문화 및 

관광
관광 306.01 40 40 0

교육체육과
보령시 체육회 

운영
문화 및 

관광
체육 307.03 30 30 0

교육체육과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교육 고등교육 306.01 20 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