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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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3,684

1,454 0.41

일반운영비 640 0.18

여  비 228 0.07

업무추진비 368 0.1

직무수행경비 83 0.02

자산취득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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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6,733 296,716 314,981 329,373 353,684

기본경비 1,181 1,162 1,236 1,305 1,454

비율 0.41 0.39 0.39 0.4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대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71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대덕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대덕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082 6,453 -2,371 -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53,684

56,689 16.03

인건비 46,015 13.01

직무수행경비 1,219 0.35

포상금 2,017 0.57

연금부담금 등 7,43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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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6,733 296,716 314,981 329,373 353,684

인건비(B) 47,072 48,824 50,993 54,804 56,689

인건비비율(B/A) 16.42 16.45 16.19 16.64 16.0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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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53,684

371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6,733 296,716 314,981 329,373 353,684

업무추진비 310 308 330 374 371

비율 0.11 0.1 0.1 0.1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04

 1. 22. ~ 01. 25. 
대형재난 대비 대덕구의 
재난관리 수준 강화 및 
대비태세 구축 방안 모색 

 오사카, 
고베, 교토 4  5 　

 3. 10 ~ 3. 1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무대비 
선진해외사례 답사
(市도시정비과주관) 

영국,프랑스 1  3 　

 3. 28 ~ 4. 2. 장기재직 공무원 정책연수  캄보디아,
베트남 4  7     

 5. 27 ~ 6. 3. 
해외선진도서관 운영시스템 
연구
(공공도서관협의회주관연수) 

 독일 1  2     

 9. 29 ~ 10. 7. 장기재직 공무원 정책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6  10 　

 10. 19 ~ 10. 28. 
영국친환경 에너지마을 
벤치마킹
(2018년공무국외정책연수) 

 영국 6  9 　

 10. 26 ~ 11. 3. 
환경·복지정책 연구 및 
선진사례 탐방
(2018년공무국외정책연수) 

 독일 7  11 　

 10. 27 ~ 11. 3. 도시재생 선진사례벤치마킹
(2018년공무국외정책연수) 

 스페인,
프랑스 7  10 　

 10. 27 ~ 11. 4. 
도시재생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2018년공무국외정책연수) 

 스페인 7  11 　

 11. 18 ~ 11. 24. 해외문화 선진사례 체험
(2018년공무국외정책연수)  네덜란드 6  9 　

 11. 4 ~ 11. 13. 도시재생 정책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5  23 단체장 

11. 5 ~ 11. 8.
마을공동체 선진사례 견학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주관연수) 

 대만 1  1 　

12.16. ~ 12. 19.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련 
국외 벤치마킹  일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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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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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684 464 0.13% 8 57,99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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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733 296,716 314,981 329,373 353,684

의회경비 408 463 471 478 464

의원 정수 9 9 9 9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6 0.15 0.15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366 51,434 52,330 53,114 57,99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 8 1,35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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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1. 22. ~ 1. 25.
대형재난 대비 대덕구의 
재난관리 수준 강화 및 
대비태세 구축 방안 모색

오사카, 고베,
교토

8(4) 1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

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대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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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1,407 1,492 1,447 9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지출 인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A)(명) 686 692 927 949 9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868 826 1,119 1,177 1,40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492 1,49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65 1,193 1,207 1,240 1,44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4.41 79.96 80.93 83.12 9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대덕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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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51 4,577 12.03

시설비 (401-01) 37,849 4,557 12.04

감리비 (401-02) 88 0 0

시설부대비 (401-03) 114 20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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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4,017 30,446 27,010 28,395 38,05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9,012 7,358 7,898 7,618 4,577

비율(B/A) 26.49 24.17 29.24 26.83 12.0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

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

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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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00 100 100 100

제1금고 KEB하나은행 ‘18.01.01~
’21.12.31. 400

100
(당초)

100 100
(2018.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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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