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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2,842 2,735 0.71%

일반운영비

382,842

946 0.24%

여 비 1,337 0.35%

업무추진비 294 0.08%

직무수행경비 69 0.02%

자산취득비 88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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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33 298,723 331,386 346,604 382,842

기본경비 2,082 2,161 2,316 2,610 2,735

비율 0.70% 0.72% 0.70% 0.75% 0.7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증원(2017년말 기준 679명→2018년말 기준 689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소폭 증가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진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00m2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진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진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968 4,468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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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2,842

49,877 13.03%

인건비 38,959 10.18%

직무수행경비 1,195 0.31%

포상금 1,830 0.48%

연금부담금 등 7,894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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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33 298,723 331,386 346,604 382,842

인건비(B) 39,157 40,466 41,032 45,755 49,877

인건비비율(B/A) 13.20% 13.55% 12.38% 13.20% 13.0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증원(2017년말 기준 679명→2018년말 기준 689명)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2,842

25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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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6,633 298,723 331,386 346,604 382,842

업무추진비 304 267 249 257 253

비율 0.10% 0.09%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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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01.07 ~ 01.10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일본 1 1.7

03.07 ~ 03.16 지역성장 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 독일, 네덜란드 등 1 5.1

03.08 ~ 03.16 2018 정부예산 확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1 3.6

04.11 ~ 04.20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연수

미국, 캐나다 1 5.4

04.22 ~ 04.30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결과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국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1 4.4

05.10 ~ 05.18 2018 노숙인 복지사업 국외 
선진사례 조사

미국, 캐나다 1 4.4

05.13 ~ 05.20 2018년 농지의보전 및 관리 등 
해외농지제도 연수

독일, 프랑스 1 4.0

05.23 ~ 05.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동우수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2.0

06.15 ~ 06.23 2017년 올해의 베스트팀 
공무국외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4 10.0

06.18 ~ 06.22 2018년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연수 베트남 1 1.2

06.18 ~ 06.23 전략산업 외자유치 독일, 체코 2 6.4

06.18 ~ 06.28 제18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연수

미국, 캐나다 1 5.8

06.25 ~ 07.05 제25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5.8

06.27 ~ 07.05 2018년 하수도(재이용) 업무 국외연수 미국 1 4.2

07.03 ~ 07.07 제17회 연변 포석 조명희 
문학제 참가

중국 2 2.4

07.12 ~ 07.16 지자체 공동마케팅 국외연수
(진천군 농식품 홍보판촉행사) 미국 2 5.3

08.06 ~ 08.10 2018 진천군농업인체 
선진농업기술연수

일본 2 2.8

08.12 ~ 08.18 보재 이상설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중국, 러시아 1 1.8

08.23 ~ 09.02 진천군↔발레호시 교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미국 4 15.9

08.25 ~ 09.04 2017년 공무원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국외공무연수

페루, 볼리비아 4 16.0

08.26 ~ 09.0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15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1 5.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8.26 ~ 09.0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15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2 11.0

09.05 ~ 09.13 2018년 해외보육정책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3.5

09.30 ~ 10.08 2018년 도, 시·군 민원부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터키 1 2.5

10.15 ~ 10.19 제25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2

10.16 ~ 10.21 제8차 AFHC 국제 컨퍼런스 참가 말레이시아 3 4.8

10.17 ~ 10.24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벤치마킹

아랍에미리트,
일본

9 36.4 단체장

10.17 ~ 10.25 2018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1 4.5

10.22 ~ 10.26 제18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2

10.24 ~ 11.01 2018 정보화 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1 3.4

10.30 ~ 11.02 2018년(17실적)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1 1.2

11.01 ~ 11.10 2018년 생산적일손봉사 담당자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0

11.06 ~ 11.13 충북시군의회 직원 해외연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1 3.7

11.11 ~ 11.19 제15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 참가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1 4.1

11.12 ~ 11.15 2018 해외농식품 박람회 참가 중국 3 2.7

11.12 ~ 발레호시 진천군 공무원 파견 미국 4 2.5

11.22 ~ 11.27 중부권관광협의회 국외관광전 대만 2 3.2

11.28 ~ 12.06 2017년 기초생활보장평가결과 
우수기관 유공자 국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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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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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842 299 0.08% 7 4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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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33 298,723 331,386 346,604 382,842

의회경비 292 327 338 330 29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11% 0.10% 0.10%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1,728 46,764 48,265 47,107 42,69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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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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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1,046 1,079 1,290 83.6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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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764 788 885 97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779 793 811 997 1,046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993 1,038 1,030 1,127 1,07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2.93 107.52 106.71 116.76 83.6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수 증원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인원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진천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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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59 20,590 26.08%

시설비 (401-01) 77,978 20,605 26.42%

감리비 (401-02) 704 0 0%

시설부대비 (401-03) 228 -15 -6.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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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59 65,220 69,801 65,177 78,95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853 10,305 9,178 12,277 20,590

비율(B/A) 13.62% 15.80% 13.15% 18.84% 26.0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송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2억),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14억),

초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13억), 송두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1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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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20 30 30 30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8.12.31.
120

30

(당초)
30

30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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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

지원과

(재)진천군

장학회출연금

010

일반

공공행

정

016

일반행

정

306-01

출연금
30 30 -

(재)진천군

장학회출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