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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예산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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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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17,839 6,093 0.99%

일반운영비

617,839

3,377 0.54%

여 비 1,848 0.3%

업무추진비 480 0.08%

직무수행경비 5 0%

자산취득비 382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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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073 513,391 557,025 593,454 617,839

기본경비 5,351 5,841 5,984 5,925 6,093

비율 1.11% 1.14% 1.07% 1%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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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공주시는 전체 세출액 중 기본경비 지출 비율을 1%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공주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92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감액내역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주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주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2,973 13,965 9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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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시는 공공청사 적정면적 보다 992m2 적은, 12,973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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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공주시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17,839

82,405 13.34%

인건비 64,372 10.42%

직무수행경비 1,709 0.28%

포상금 2,780 0.45%

연금부담금 등 13,544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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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073 513,391 557,025 593,454 617,839

인건비(B) 70,012 73,622 74,031 79,660 82,405

인건비비율(B/A) 14.46% 14.34% 13.29% 13.42% 13.34%



- 28 -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 지출액은 16년도 이후 세출결산액 대비 13%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대비 2,745백만원 인상된 것은 공무원 보수 2.6% 인상율과 18년도 상반기 22명 

비정규직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된 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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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공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17,839 497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17,839
25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6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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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4,073 513,391 557,025 593,454 617,839

업무추진비 466 477 466 470 497

비율 0.10% 0.09% 0.08% 0.08%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증액을 억제하여 0.08%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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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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9

01.08-01.11
국제교류(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전 답사)
필리핀 1 1.4

01.29-02.04
석장리박물관 특별전시 관련 

전시유물대여협약서체결협의
독일 1 3

02.21-03.01
우수농업인육성역량강화를 위한 

국외현장 벤치마킹
미국 1 4.1

02.22-02.27
국제교류(필리핀 바기오시 꽃 

축제 초청 방문)
필리핀 4 5.5

03.21-03.23 치바시 오가연꽃 분양인수 일본 2 1.9

03.21-03.30 비단강권역의 발전거점 조성 독일, 체코, 
헝가리 등 2 10

03.24-03.31
자치경찰제도운영시스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1 4.5

03.26-03.30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조사
일본 1 2.5

03.30-04.06
하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벤치마킹
핀란드, 
노르웨이 1 4.6

04.05-04.12
안보강국의 비상대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영국, 스페인 1 4.5

04.05-04.14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 

과장협의회 국외연수
캐나다 2 9.7

04.07-04.14
북유럽의 선진 노인보호정책 

벤치마킹
핀란드, 
노르웨이 1 4.5

04.09-04.18
국제세계유산관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스, 터키 1 4.7

04.16-04.25
농업분야별 기술 우위선진국과 

전략적 기술협력
미국, 캐나다 1 4.6

04.16-04.25
의회의 역할과 공주시의회 

발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미국, 캐나다 1 4.3

04.18-04.26 자연재난 방재정책 사례조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1 4.7

04.22-04.30
도서관직원의 역량강화 및 

도서관서비스 등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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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4.25-05.04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스페인 1 4

05.02-05.09
선진국들의 4차산업 활용실태 및 

GIS공간정보기술 사례조사
독일, 터키 1 4.5

05.03-05.06 이삼평 도조제 참관 일본 1 1.2

05.07-05.18
재정운용 및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용 우수사례벤치마킹

러시아,스웨덴, 

핀란드,노르웨

이

1 5.5

05.08-05.15
신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유럽 국외연수

프랑스,스위스, 

오스트리아
1 4.5

05.09-05.18 선진외국의 세무조사 사례비교
이탈리아, 

스위스,프랑스
1 4.1

05.09-05.18 선진국 난개발방지 관리사례조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2 10

05.09-05.18
공용차량관리 및 계약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체코, 헝가리, 

독일 등
1 4.7

05.08-05.11
상반기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인솔
일본 3 3.3

05.11-05.18
선진 장애인복지시설        

벤치마킹
영국,네덜란드 1 4.1

05.13-05.21
해외 푸드플랜 정책조사 및 예산 

사업화
영국,독일 1 3.6

05.14-05.16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인솔 일본 2 1.9

05.15-05.22
선진 일차보건의료 공무 

국외연수

스위스,오스트

리아,체코
1 4.7

05.23-05.28 중국(산동성) 관광객 유치 마케팅 중국 1 1.1

05.25-06.01
숲가꾸기 유공자       

해외정책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1 2

05.27-06.01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조사
싱가폴,

말레이시아
2 4.4

05.28-06.05 유역 통합물관리 선진사례 조사
프랑스,영국,

독일
1 4

05.28-06.06
도로건설·교통안전분야 선진 

기술 체득 및 우수사례 조사
호주,뉴질랜드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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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5.29-06.06
성주류화 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조사
영국,덴마크 1 4

06.01-06.10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년 6차산업 해외연수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1 4.6

06.15-06.22
문예회관 및 공연장 등 문화 

시설 건립·운영을 위한 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1 4.7

06.16-06.24
공무원 해외직무(배낭) 연수 - 

올빼미야팀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5 10

06.19-06.28 농촌진흥기관 스마트팜 국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1 3.6

06.19-06.27
시책평가 등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미국, 캐나다 19 66.5

06.20-06.29 가축분뇨 처리 벤치마킹
독일,네덜란드,

덴마크
1 4.4

06.24-06.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등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호주 1 1.8

06.25-06.29
감사역량 제고와 부패인식 지수 

상위국가 연수
일본 1 2.4

06.26-06.29
제10회 APEC 중소기업 기술교류 

컨퍼런스 참가
중국 5 4.5

06.28-07.03
제42차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 

참석
바레인 2 7.4

07.01-07.07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해외선진사례 조사
영국 1 3.1

07.02.-07.05 제4회 한중연 포럼참석 중국 4 4.9

07.16-07.18 해외우수축제 견학 일본 1 0.9

07.14-07.21
가축방역시책 추진 해외사례 

조사

인도네시아,

홍콩
1 3

07.19-07.27
공무원 해외직무(배낭) 연수 - 

웅진싱크빅팀
스페인 5 10

08.07-08.10
일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탐방 

인솔
일본 2 2.6

08.14-08.18
교류도시 확대를 위한「베트남 

후에시 공주시 실무단 방문」
베트남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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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8.23-08.26
AI·구제역 방역실태 견학 및 

워크숍
일본 2 2.5

08.28-08.31
도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대만 1 1.7

08.28-09.04 산림정책 발굴 및 산림자원 관리 독일,스위스 1 4.7

08.28-08.31 향부숙 교육과정 해외연수 일본 1 1.7

09.03-09.11
기초지자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덴마크,

스웨덴
1 4.2

09.03-09.14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미국,캐나다 4 27

09.03-09.08
전통시장 경영선진화를 위한 

해외시장 벤치마킹

캄보디아,

베트남
1 1.4

09.10-09.13
심양시 초청 제18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참가
중국 4 3.8

09.12-09.20 농촌지역개발사업 국외연수 이탈리아,독일 1 4.3

09.17-09.23
재난안전 방재정책 선진사례 

분석
호주 1 4

09.27-10.06
선진지 고령자 교통복지 정책 및 

시책발굴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등
1 5

09.28-10.06
공무원 해외직무(배낭) 연수 - 

너랑나랑우리팀
프랑스 4 8

10.02-10.10
「제45회 LA한인축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문화관광 홍보
미국 1 3.8

10.11-10.19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오세아니아 1 4.6

10.11-10.19
공무원 해외직무(배낭) 연수 - 

문화재의 별
터키,그리스 5 10

10.13-10.19
공무원 해외직무(배낭) 연수 - 

매드포공주
호주 5 10

10.14-10.18 하반기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일본 2 2.1

10.14-10.20
관광지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1.9

10.15-10.20 교류도시 자원봉사 활동 전개 필리핀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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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15-10.22 도축,가공,유통 체계 벤치마킹 캐나다,미국 1 4.7

10.15-10.24
선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럽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수

독일,스위스,이

탈리아
1 4.3

10.15-10.29 2019 청소년 어학연수 실무 협의 필리핀 1 1.1

10.16-10.23
대기질 개선 정책 및 성공사례 

조사

프랑스,독일,오

스트리아
1 4.4

12.16-12.19
특별전시 개최를 위한 유물 대여 

협의
일본 1 1.3

12.17.-12.25 창의클럽 우수팀
독일,헝가리

오스트리아
5 8.9

12.17-12.23
견학(산림녹지(목재가공 및 옻 

산업) 공무국외)
중국 1 1

12.22-12.26
경덕진시와의 도자공예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중국 2 2.3

10.18-10.26
선거제도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미국 1 4.8

10.18-10.27
시책평가 등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호주,뉴질랜드 14 49

10.23-10.25
제12회 충남사회복지대상 

새내기부분 수상자 해외 연수
일본 1 0.6

10.24-11.02
선진 청렴국가 감사제도·기법 

및 부패장비 운영체계 벤치마킹
호주,뉴질랜드 1 5

10.25-10.27
공주시-야마구치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일본 6 3 단체장

10.26-10.31 견학(한국·일본 자살예방) 일본 1 1.9

10.27-11.03 스포츠 정책 선진 벤치마킹 호주,뉴질랜드 1 3.9

10.29-11.02
회의참석(제3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
중국 4 3.6

10.31-11.04 인솔(문화관광예술인 해외교류) 중국 1 1.1

11.01-11.03
제9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참가
일본 3 1.9

11.03-11.08 세무직 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

아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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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03-11.06 행사참석(왓소축제) 일본 3 3.2

11.05-11.10
금강권관광협의회 관광홍보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6

11.09-11.14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 관광홍보 

및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4 14.8 단체장

11.11-11.15
동남아시아 지역 교류확대를 

위한 실무단 방문
필리핀 3 1.9

11.12-11.17
제9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일본 2 3.7

11.15-11.22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수립 스페인 1 4.2

11.16-11.25 공주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7 20

11.29-12.03 국외 선진다문화정책 사례 교육 싱가포르 1 2.7

12.09-12.14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에 

따른 유공자 국외연수
중국 16 26.5

12.09-12.16 창의클럽 우수팀
체코,오스트리

아
5 9

12.15-12.27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선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체코,오스트리

아,헝가리 등
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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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공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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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839 585 0.09% 12 48,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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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073 513,391 557,025 593,454 617,839

의회경비 531 542 536 504 585

의원 정수 11 11 11 11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1% 0.08%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05 49,275 48,729 45,794 48,76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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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경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8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유는 의회 위원 정수가  

1명 증원되었으며 지방선거에 따른 제8대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 

의정운영공통경비 둥 지출액 증가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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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공주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6 12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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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9

2018.2.22. ~ 
2.27.

국제자매도시 필리핀 바기오시 초청 
파낙벵아 꽃 축제 방문 필리핀 1(1) 2

2018.10.25.~ 
10.27.

국제자매도시 일본 야마구치시 초청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참가 일본 4(1) 2.2

2018.11.11.~ 
11.15.

동남아시아 지역 교류도시 확대를 위한 
공주시 실무단 필리핀 딸락시 방문 필리핀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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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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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1,610 1,290 1,129 87.5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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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A)(명) 1,359 1,344 1,353 1,350 1,42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1,543 1,504 1,530 1,641 1,610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1.135 1.119 1.131 1.216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018 1.018 1.018 1.12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1.53 109.92 111.1 119.42 87.5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단체보험 손해율이 낮아 공무원 단체보험료 할인으로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

하였으며, 전출·명예퇴직 등 복지포인트 지출잔액 감소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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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공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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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54 17,436 11.45%

시설비 (401-01) 151,612 17,385 11.47%

감리비 (401-02) 381 24 6.33%

시설부대비 (401-03) 144 28 19.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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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00 108,109 139,986 142,621 152,25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187 26,311 31,683 23,652 17,436

비율(B/A) 21.47% 24.34% 22.63% 16.58% 11.4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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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은 2017년 16.58% 보다 5.13% 감소하여 2018년 연말

지출원인행위 비율은  11.45%입니다. 우리 시는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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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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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150 150 150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18.12.31. 150 150 150 150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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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금

050 053 306-01
(출연금) 150 150 0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정기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