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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059,862 8,898,713 161,149 10,247,711

부채 총계 342,616 393,480 -50,863 295,316

비용 총계 1,042,950 970,598 72,352 1,105,323

수익 총계 1,198,415 1,083,885 114,530 1,251,584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가. 결산총평 : 재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

나. 재무제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보고서로 구성

되며,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

라. 필수 보충정보 :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

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포함

마. 부속 명세서 :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안전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포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www.jeonju.go.kr/정보공개/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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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속성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  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6.05%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 10.97%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 55.25%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 20.58%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 39.45%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 3.27%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111.36%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 35.17%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1.08% -0.36% -3.30%

Ⅱ. 재  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 27.30%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6.11%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 10.08%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3.36%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 3.07%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31%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 64.35%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율 6.58%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2.40%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율 70.68%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 22.73%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4.00% 3.52% 5.11%

Ⅲ. 재    정

   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20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3701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2314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973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44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576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655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397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000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478 -0.0579 -0.0130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임

  ※ 발전속성 : ↑ 수치가 클수록, ↓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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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석이란 ?

   - 자치단체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검증하는 과정임.

 ☞ 우리 시의 2012회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는

   - 종합적으로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었으며 다만, 관리채무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연도별 채무관리 계획수립 등 채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재정특성을 분석해보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부편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체세입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고액납세자 및 전년도 납기 

후 납부자에 대한 담당직원별 책임독려제를 운영하는 등 전주시의 노력에 

따라 자체세입비율 지표값이 전년대비 6.11% 향상되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동급 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값으로 전년에도 

전국 최대값을 시현해 2년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임.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5.76%인 8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철저, 공무원 연가 활성화 등 2년 연속 인건비절감노력이 

양호함.

  다만, 채무상환을 위해 순세계여금의 30%를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세 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세측면의 세입확충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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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
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
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
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
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
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
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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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전주시는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

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님

9-4. 지방세 지출현황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과세･감면액 (A) 42,987 40,928 42,009 43,763 46,867

비과세 36,180 35,902 29,441 30,633 33,638

감면 6,807 5,026 12,568 13,130 13,229

지방세 징수액 (B) 204,933 216,060 228,276 243,897 253,762
비과세･감면율

(A/A+B) 17.34% 15.93% 15.54% 15.21% 15.5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46,867 100% 43,763 100% 3,104 7.09%

 일반공공행정 20,389 43.50% 19,883 45.43% 506 2.54%

 공공질서 및 안전 486 1.04% 490 1.12% -4 -0.81%
 교   육 4,579 9.77% 4,641 10.61% -62 -1.33%

 문화 및 관광 2,565 5.47% 2,484 5.68% 81 3.29%
 환경보호 14 0.03% 15 0.03% -1 -8.6%
 사회복지 3,617 7.72% 3,787 8.65% -170 -4.5%
 보   건 588 1.25% 586 1.34% 2 0.42%

 농림해양수산 159 0.34% 157 0.36% 2 1.22%
 산업･중소기업 1,539 3.28% 1,501 3.43% 38 2.51%
 수송 및 교통 79 0.17% 89 0.20% -10 -11.04%

 국토 및 지역개발 537 1.15% 524 1.20% 13 2.41%
 과학기술 0 0.0% 0 0.0% 0 0.0%
 국   가 12,215 26.07% 9,507 21.72% 2,708 28.48%

 외   국 0 0.0% 0 0.0% 0 -4.34%
 기   타 100 0.21% 99 0.23% 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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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6,867 33,638 13,162 9 58

보

통

세

소  계 46,867 33,638 13,162 9 58

취득세 - - - - -

등록면허세 - - - - -

레저세 - - - - -

지방소비세 - - - - -

주민세 856 525 331 1 -

재산세 35,611 27,657 7,896 - 58

자동차세 4,177 1,428 2,740 8 -

지방소득세 6,223 4,028 2,195 - -

담배소비세 - - - - -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지방교육세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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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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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8 105,740

여성정책추진사업 49 10,4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 91,226

기  타 6 4,039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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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925,245 9,116 4개분과 구성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일반행정 분과는 영어캠프 운영,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 행정 역량 강화사업이 반영되었으며

  ◦ 복지환경 분과는 노인복지 및 아동,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치매 조기검진사업,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 야간개장 사업 등이 해당되고

  ◦ 문화경제 분과는 공공도서관 확충 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관련분야로 한옥마을 문화시설 개선사업,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운영,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해당됨

  ◦ 건설교통 분과는 도심내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과 취약지개발사업 등으로

     덕적천 주변 재해예방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효자로 확장, 

해피하우스 주민리폼교육 및 무료공구대여 사업 등이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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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전주동물원 벚꽃놀이 야간개장 4. 9
~4.16 벚꽃 관람 14,994 0 14,994

출산장려 행사 추진 11. 9 달인아빠 육아 인증시험, 
아빠와 함께 놀이마당 등 10,000 0 10,000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5.25 식전행사,기념식,화합축제 
한마당 등 47,500 0 47,500

전주국제영화제 4.25
~5. 3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2,480,000 840,000 1,640,000

전북독립영화제 11. 7
~11.11

제13회 전북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57,000 38,000 19,000

독서문화한마당 5.11
~5.12

어린이독후감,독후화대회
독서체험부스운영 18,698 0 18,698

전주단오 6.13
~6.14 경연, 공연, 체험 등 80,000 0　 80,000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6. 7
~6.10 경연, 공연, 체험 등 400,000 250,000 150,000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5.18
~10. 5 공연 359,940 159,940 200,000

세내민속문화축제 10.11
~10.13 합굿 재현 24,000 　0 24,000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0.26
~10.27 바둑대회 33,000 0 33,000

전국 온고을미술대전 6. 1
~9.30 시상, 공모전 전시 38,000 　0 38,000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5.11 봉축대법회, 체험 17,500 　0 17,500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11.28
~12.28 시상, 전시 47,500 　0 47,500

제야축제 12.31 타종식, 공연 22,575 　0 22,575

길문화 축제 11.9
~11.10 옛길 걷기, 상여놀이 14,250 　0 14,250

전북도민 희망음악회 1.19 공연 10,000 10,000　 0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정가 대축제 10.5
11.26~27 발표회, 경창대회 14,250 0　 14,250

전주예술제 10.19
~10.21 공연, 전시 47,500 　 47,50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전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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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전주 연꽃문화제 7.20
~7.21 기념식, 공연 18,000 　 18,000

전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11.13 공연 10,000 5,000　 5,000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10.19 포쇄 재현 30,000 15,000　 15,000

도지정 문형문화재  공개행사 11. 2 시연, 전시 59,550 18,720 40,830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8. 1
~12.20 시상, 전시 19,000 　 19,000

취업박람회 4. 3 
10.29 구인.구직만남행사 64,200 25,680 38,520

전통시장 문화행사 2. 3
~10.31 7개시장 가요제 146,625 67,125 79,500

동문지신밟기 풍물놀이 10.25 풍물 길놀이등 100,000 100,000　 0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9.13
~9.14

사회적기업  공연 및
부스운영 27,000 21,600 5,400

사회적기업 전주한옥마을
행사 개최

9.12
~9.14

사회적기업  공연 및
부스운영 20,000 16,000 4,000

사회적기업 한여름밤의 콘서트 8. 8
~8.10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공연 10,000 8,000 2,000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연중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37,598 0 37,598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따른 운영 9.10 A매치 축구대회   200,000  200,000 0 

전주 B-boy 그랑프리 5.17
~5.18

전국 비보이배틀대회 및 
특별공연 95,000   0  95,000 

전주천양정 전국남여  궁도대회 7.24
~7.26 전국시도 남녀궁도대회   15,000      0 15,000 

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 7.24
~7.26

전국시도선수 남녀궁도대
회 28,500   0  28,500 

전주시장배청소년클럽대항축구대회 8.12
~8.14 전주시 중.고 축구클럽대회   19,000   0  19,000 

전주시장기 직장대항 배구대회 10. 5
~10. 6 생활체육 배구동호인대회    11,875       0   11,875 

전주시장배전국도장대항검도대회 10.13 전국검도동호인대회    19,000    0  19,000 

전국스쿼시선수권 개최 5.23
~5.25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38,000    0  38,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7.29
~8.2 전국학생사이클대회  62,700   0  62,700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8.12
~8.15 전국수영대회 83,650  20,000  63,650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1.2
~11.3

국내외 인라인 동호인
국제공인 대회   200,000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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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코리아골드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11. 5
~11.10 국제배드민턴대회 90,000  50,000 40,000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3. 2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30,000    0  30,00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대학클럽농구대회

6.15
~6.16 생활체육 전국클럽농구대회   10,450     0 10,45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9. 8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10,450     0  10,450 
전주시장배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10. 5 우리가락 생활체조경연대회   15,200      0  15,20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초청 
족구대회 10. 6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12,350     0  12,350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전국동호인 
스케이팅대회

10.12
~10.13

생활체육 전국동호인
스케이팅대회   11,400     0  11,400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근로자 
체육대회 10.12 생활체육 근로자 체육대회    10,000     0  10,00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추진

11. 2
~11. 3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11,875     0  11,875

전주시장배생활체육전국당구대회 11.9
~11.10 생활체육 전국당구대회  14,000      0  14,000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대회 1.13
~1.15 생활체육스키대회 19,000   0  19,000 

전주시 I(아이)-리그 축구대회 6.22
~11.9 유.청소년 축구대회 26,000   0  26,000 

전라북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5.25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15,000  15,000         0
6.15공동선언  13돌기념 통일염원 
전국마라톤대회 6. 2 6.15단일구간 마라톤대회   10,000  10,000         0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9.28 전국 이순이상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0   10,000         0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10. 5 부부가족마라톤대회    15,000  15,000        0

전주한지문화축제 5. 2
~5. 5

한지패션쇼, 한지공예
대전 등 247,500 0 247,500

전주비빔밥축제 10.24
~10.27

전국요리경연대회, 
비빔퍼포먼스 등 400,000 50,000 35000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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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9-9. 수의계약 현황(신규)

 우리 전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68 198,058 416 6,351 26.5% 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

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40 106 249 361 416
금액 595 1,622 3,805 5,359 6,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