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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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14,898

1,550 0.72%

일반운영비 783 0.37%

여  비 542 0.25%

업무추진비 219 0.1%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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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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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09,878 208,797 193,139 205,432 214,898

기본경비 1,260 1,256 1,186 1,504 1,550

비율 0.6% 0.6% 0.61% 0.73% 0.72%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본경비가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기본경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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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영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05m2이 적고,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사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90 3,395 -705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14,898 33,981 15.81%

인건비(101)

214,898

27,132 12.63%

직무수행경비(204) 803 0.37%

포상금(303) 1,365 0.64%

연금부담금 등 (304) 4,682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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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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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09,878 208,797 193,139 205,432 214,898

인건비(B) 27,829 28,927 31,264 32,090 33,981

인건비비율(B/A) 13.26% 13.85% 16.19% 15.62% 15.81%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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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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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14,898 264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4,898
105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09,878 208,797 193,139 205,432 214,898

업무추진비 311 281 273 275 264

비율 0.15% 0.13% 0.14%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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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59,033

1월

21건  소계 7,834

2016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업무협의회 간담회 외 18건 4,792

홍보용 특산품 구입 1,800 단일건

기타 1,242 단일건

2월
45건  소계 13,939

2016년 영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제1회 정기회 외 44건 13,939

3월

54건  소계 16,802

세입․세출 결산 관련 업무협의회 간담회 외 51건 13,552

홍보용 특산품 구입 1,150 단일건

기타 2,100 단일건

4월

30건  소계 10,302

농업인단체 간담회 외 27건 6,704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48 단일건

기타 2,550 단일건

5월

64건  소계 21,757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60건 15,826

홍보용 특산품 구입 2,41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2,324 단일건

기타 1,197 단일건

6월
59건  소계 16,820

2016 농업인 한마음대회 업무협의회 간담회 외 58건 16,820

7월
31건  소계 7,503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30건 7,503

8월
42건  소계 9,303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41건 9,303

9월

67건  소계 22,941

삼지수변공원 활용방안 간담회 외 64건 19,791

홍보용 특산품 구입 1,65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10월

31건  소계 9,130

영양군-봉화군 약용작물연구소 회의 외 28건 5,830

홍보용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800 단일건

11월

21건  소계 6,026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간담회 외 19건 4,886

홍보용 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12월

50건  소계 16,677

생활개선회 과제분과 활성화 간담회 외 48건 14,927

홍보용 특산품 구입 1,750 단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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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84명 207,961

‘16.1.8.~2.2. 관내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인솔 미국 2명 11,972

‘16.1.24.~2.2.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지방의회 공무국외 연수
중국 1명 1,349

‘16.2.17~2.27.
2015년도 우수시책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스페인 1명 2,000

`16.2.22~2.25.
영양군의 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안출장
베트남 4명 6,297 단체장

‘16.3.12.~3.19.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중국 1명 1,056

‘16.3.9~3.18.
유럽 선진국들의 지방재정 운용사레 

비교·분석을 통한 도정 활용방안 강구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 확보

파리, 스페인 1명 4,527

‘16.3.24~3.26.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중국 여남현 방문

중국 8명 8,497 단체장

‘16.3.23.~3.31.
시군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명 4,201

‘16.3.21.~3.28. 통계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명 4,262

‘16.4.21.~4.29.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실무담당 

해외연수
미국 1명 3,766

‘16.4.20.~4.29. 도시계획담당자 해외연수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1명 4,485

‘16.4.19~4.28. 도민안정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파리
1명 3,997

‘16.4.20.~4.29. 친환경시설 도입운영을 위한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4,193

‘16.4.24.~4.28.
2016년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공무국외연수
캄보디아 1명 1,523

`16.5.7~5.15. 건축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1명 4,013

‘16.5.9.~5.13. 선진해외아동보육정책 해외연수 일본 1명 1,684

‘16.5.9.~5.17.
2016년도 상반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직원 
국외연수

미국 1명 3,790

‘16.5.17.~5.27.
2015년도 우수시책창조팀 선진시책 

비교연수
프랑스, 스위스 3명 4,500

‘16.5.19.~5.27. 경북 정보보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명 4,081

‘16.5.17.~5.25.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1명 3,869

‘16.5.17.~5.27.
국외 우수 네트워크사업 사례 조사 

선진 견학
프랑스, 스위스 2명 8,000

‘16.5.24.~5.31.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시스템 견학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명 3,707

‘16.5.23.~6.1. 문화재담당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1명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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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16.5.18.~5.26. 재무 및 회계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파리, 스위스, 

독일
1명 4,595

‘16.5.22.~5.28.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해외연수 독일, 덴마크 1명 2,923

‘16.5.26.~6.2. 체육 우수 사업현장 및 우수사례 견학 호주, 뉴질랜드 1명 3,427

‘16.5.25.~5.28.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강화 해외연수 중국 1명 1,063

‘16.5.25.~6.3. 수자원정책 자료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명 4,402

‘16.5.28.~6.5. 2015년도 우수시책창조팀 해외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4명 6,000

‘16.6.11.~6.14.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단 

해외연수
중국 2명 2,238

‘16.6.17.~6.24.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1명 3,200

‘16.6.21.~6.29.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1명 3,918

‘16.6.19.~6.28.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정책 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4,503

‘16.6.27.~7.1.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관련 해외연수 일본 1명 1,379

‘16.7.1.~7.8. 2016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2,887

‘16.8.11.~8.14. 2016 전통문화 교류 및 선진견학 일본 6명 7,424 단체장

‘16.8.30.~9.2. 건강새마을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1명 1,254

‘16.9.1.~9.9.
사회복지체계 벤치마킹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4,350

‘16.9.2.~9.11. 계약원가심사 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파리, 런던 1명 4,281

‘16.9.20.~10.1.
탄자니아 농업현황 파악 및 기술 정보 

수집
탄자니아 1명 3,986

`16.10.5.~10.12. 32회 아리랑축제 판촉행사 참가 미국 1명 2,324

‘16.10.4.~10.6. 농업인력수급 베트남 MOU 체결 베트남 6명 4,775

‘16.10.4.~10.13.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프랑스, 스페인 1명 5,725

‘16.10.4.~10.13.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명 4,867

‘16.10.12.~10.20.
장애인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캐나다, 미국 1명 4,350

‘16.10.19.~10.27. 제18기 농어촌개발 심화교육과정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4,900

‘16.10.27.~11.4. 2016년 치매극복 공무국외연수 런던, 파리, 독일 1명 4,282

‘16.10.25.~10.28.
청소년 해외선진문화체험 인솔 

국외연수
대만 2명 2,190

‘16.11.25.~12.2. 농촌경관 및 농업유산 담당자 해외연수 런던, 네덜란드 1명 3,469

‘16.12.5.~12.9. 반부패 청렴시책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명 2,360

‘16.12.8.~12.11.
관광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일본 5명 6,995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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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14,898 309 0.14% 7 44,1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09,878 208,797 193,139 205,432 214,898

의회경비 291 288 299 323 30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5% 0.16%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1,614 41,088 42,723 46,072 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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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9 7 1,28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의회 본연의 성실한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투자유치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타 의회를 방문․수범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로 그 비용을 의원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1,28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6명 8,981

‘16.2.22.~2.25.
다문화정책간담회를 통한 

영양군브랜드이미지 홍보 및 
농산물 수출방안 모색

베트남(다낭) 1(0) 2,173

‘16.3.24.~3.26.
영양군-여남현 국제교류 

협약식
중국(여남현) 1(0) 1,399

‘16.8.11.~8.14.
영양원놀음 계승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구죠) 1(0) 1,523

‘16.10.4.~10.6.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사전조치 및 MOU체결

베트남(화방) 2(0) 2,298

‘16.12.8.~12.11.
영양군-오키나와 나고시청 
문화교류 및 업무협의

일본(오키나와) 1(0)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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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영양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78 214,898 692 0.32 1,1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502 563 610 605 578

세출결산액 (B) 209,898 208,797 193,139 205,432 214,898

맞춤형 복지비 (C) 602 628 663 673 692

비율(C/B) 0.29 0.30 0.34 0.33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99 1,116 1,087 1,112 1,197

☞ 2016년도에는 인원에게 배정된 맞춤형 복지비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1인당 평균배정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세출결산액 대비 맞춤형 복지비의 비율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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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양군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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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77 8,767 16.43%

시설비 (401-01) 52,123 8,660 16.61%

감리비 (401-02) 1,030 8 0.79%

시설부대비 (401-03) 224 100 44.4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4,701 58,920 47,454 55,291 53,37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690 4,721 7,361 3,638 8,767

비율(B/A) 13.02% 8.01% 15.51% 6.58% 16.4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액의 경우 전년도와 다음연도가 서로 반비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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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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9)에 해당하며, 우리 영양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