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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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98 1,539 0.68%

일반운영비

227,998

758 0.33%

여 비 495 0.21%

업무추진비 220 0.10%

직무수행경비 62 0.03%

자산취득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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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93,139 205,432 214,898 228,848 227,998

기본경비 1,186 1,504 1,550 1,524 1,539

비율 0.61% 0.73% 0.72% 0.67% 0.6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 군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5백만원 증가하였으면,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영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30m2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감액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65 3,395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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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27,998

37,744 16.55%
인건비 29,859 13.10%

직무수행경비 868 0.38%
포상금 1,407 0.62%

연금부담금 등 5,611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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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39 205,432 214,898 228,848 227,998

인건비(B) 31,264 32,090 33,981 35,897 37,744

인건비비율(B/A) 16.19% 15.62% 15.81% 15.69% 16,65%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직종별 봉급액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4.8%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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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98

261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1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1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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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93,139 205,432 214,898 228,848 227,998

업무추진비 273 275 264 249 261

비율 0.14% 0.13% 0.12% 0.11%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으로 최근 5년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50,991

1월
32건 소 계 8,340

식사 제공 외 31건 8,340

2월
36건 소 계 8,630

홍보용특산품 구입 외 35건 8,630

3월
36건 소 계 9,659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급식제공 외 35건
9,659

4월
43건 소 계 9,772

식사 제공 외 42건 9,772

5월
67건 소 계 14,957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66건 14,957

6월

32건 소 계 12,523
지역 시책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지급

외 29건
92,83

전국 음식디미방 요리 경연대회 행사

추진에 따른 지역시챙 홍보
1,440 단일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K2H인재포럼 관련 지역시책 홍보
1,800 단일건

7월
37건 소 계 10,047

식사 제공 외 36건 10,047

8월

47건 소 계 10,368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46건 10,368

9월

53건 소 계 17,807
홍보용 특산물 구입 외 49건 14,321
경북 음식 문화 페어 업무협의

참석자에 대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전달
1,086 단일건

고용정책 및 일자리창출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전달
1,200 단일건

2018. H.O.T Festival 행사 관련 시책및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 단일건

10월
45건 소 계 12,374

식사 제공 외 44건 12,374

11월
61건 소 계 17,389

홍보용 물품 구입 외 60건 17,389

12월
59건 소 계 19,128

식사 제공 외 57건 17,678
군정시책 및 홍보용 특산품 구입 전달 1,450 단일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1.08.~ 01.12
해외 신도시 견학과 기관방문및 미
래지향적인 친환경 도로유지관리 

일본 1 1,472

2018.01.12.~ 01.21
국제교류 협력 및 농산물 판
로확대 미국 방문연수

미국 2 8,941

2018.01.12.~ 02.08

영양군과 미국 애리조나 투산
교육청 간 국제교류협약에 따
라 시행하는 관내 중학생 어
학연수 인솔

미국 1 6,802

2018.01.12.~ 01.21
선진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
여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모로코,스페인
,포르투갈

1 3,000

2018.01.28.~ 01.31 국제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베트남 1 1,040

2018.01.28~02.02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의 베트남 2 2,117

2018.02.21.~ 02.28
해외 선진 기술동향 관련 사업 
추진 시 활용 방안 모색

스페인,포르투갈 1 3,000

2018.02.22.~ 03.02

안전정책 관계공무원을 대상
으로 해외 선진도시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정
책의 흐름과 성공적 개발사례
를 벤치마킹

영국,네덜란드
,벨기에,독일

1 3,000

2018. 02. 28 ~ 03. 09
2018 농업기계 교육훈련 역량
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000

2018.03.05.~ 3.10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의 베트남 2 3,022

2018.03.06.~ 03.09
국제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베
트남 화방군 방문

베트남 9 12,551 단체장

2018.03.06.~ 03.09

산업단지 현장시찰로 산업단
지 관리 노하우 등 산업동향
을 조사하고 벤치마킹

이탈리아,스위스 1 3,000

2018.03.12.~ 03.16

옛 모습을 간직하여 보존가치
가 높은 산업건축믈의 발굴 
및 육성

일본 1 1,610

2018.03.12.~ 03.19
해외 교통안전정책 벤치마킹 
및 관련기관 방문 자료수집 등

독일,네덜란드 1 3,00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3.12.~ 03.20
경북형 도시재생과 지진재난 
특별재생 모델개발 벤치마킹

일본,미국 1 3,000

2018.03.13.~ 03.20
유럽의 산림휴양 및 관광 활성
화 방안 모색 및 전략수립

오스트리아,헝
가리,체코

1 3,000

2018.03.14.~ 03.23

농생명 산업 활성화 및 네덜란
드 토마토 산업 등의 재배기술
단지 견학을 통한 새소득 자원 
발굴

스페인,네덜란드 1 3,000

2018.3.15.~ 03.22

유럽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우
수·부진사례, 협업사례 등 분석
을 통해 우리군 적용 가능 사
례를 발굴 

독일,런던 1 3,000

2018.03.16.~ 03.24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성공적 운영방향에 
대한 외국의 성공사례 조사

스페인,포르투갈 1 3,000

2018.03.22.~ 03.27

우리 군의 특산품인 영양고추,
사과를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
촉진을 통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태국 1 1,487

2018.03.31.~ 04.06

선진국들의 지방재정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재정운
영의 전문성 함양 및 지방재정
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캐나다 1 3,000

2018.04.11.~ 04.20

해외조직 관리의 사례학습 및 
정책비교 분석으로 업무의 전
문성 제고

이탈리아,오스
트리아,영국

1 3,000

2018.04.18.~ 04.2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화 감
각과 소양 배양 및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우수 사례 정책 연수

미국 1 1,609

2018.04.20.~ 04.28
취약계층을 위한 선진 아동복
지서비스 사례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1 3,000

2018.04.26.~ 05.03

선진 평생교육시스템 비교,연
구 및 도,시군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독일,덴마크,스
웨덴

1 3,000

2018.04.26.~ 05.03

선진 국가 고용서비스 기관 견
학 등 일자리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시책 발굴 및 공유

스웨덴,독일 1 3,000

2018.05.02.~ 05.09 전문MC 해외연수 페루,볼리비아 1 2,00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5.08~.5.15
2018년 장애인복지 담당자 공
무국외 연수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1 3,687

2018.05.15.~ 05.22

다양한 뉴미디어, 변화하는 홍
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네덜란드,벨기
에,파리

1 3,000

2018.05.15.~ 05.24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해외 선
진사례 벤치마킹 기회 마련 및 
지방계약 제도의 선진화 도모

스위스,오스트
리아,체코

1 3,000

2018.05.25.~ 06.02

영국(런던지역)의 전통문화관광 
해외선진 사례조사와 벤치마킹
을 통한 지역의 관광산업 및 
홍보마케팅 사업방안 모색

영국 1 3,000

2018.05.27.~ 06.03

선진국 도시숲 정책 및 민간참여 
도시숲조성, 관리 사례조사 등 
업무역량 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

러시아,핀란드,
에스토니아

1 3,000

2018. 05. 27 ~ 06. 03
2018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1 3,200

2018.05.27.~ 06.03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
진,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선진국가의 응급의료정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르웨이,스웨덴 1 3,000

2018.05.28.~ 06.08

선진국 우수시책 및 문화체험을
하는 등 해외연수를 통해 중견
간부로서 국제적 안목 증진

파리,스위스,이
탈리아,스페인

2 11,310

2018.06.15.~ 06.22

해외 선진농업 기관 및 단체 
및 농가 등을 방문하여 영농정
보 수집,농산물 수출 동향 파악
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기여

독일,체코,오스
트리아

1 3,000

2018.06.16.~ 06.20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
역 농업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미래농업 자원개발 모색

베트남 1 1,370

2018.06.18.~ 06.22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
역 농업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미래농업 자원개발 모색

일본 1 1,277

2018.06.20.~ 06.28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가입된 
국제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슬로시티 기본 이념 실현 
및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기여

파리,프랑스,이
탈리아

1 5,191

2018.07.03.~ 07.08

우수농업인 미래농업자원조사 
선진견학 추진에 따른 국외연수 
인솔

베트남 1 1,36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7.05~.07.13
2018년 사회복지공무원 선진
해외 복지제도 벤치마킹

스페인 1 4,216

018.07.09.~ 07.16
시군구공무원 일본 글로벌 정
책리서치

일본 1 1,115

2018.07.09.~07.16.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미주 1 3,920

2018.07.12.~ 07.19

국민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유기농
업 로컬푸드 사례조사를 통한 지
역 농업경영에 활용

프랑스,오스트리
아,체코

1 3,000

2018.07.23.~ 07.26

일본 간이가스사업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일본 가스담
당 기관별 역할을 검토하기 위함

일본 1 1,397

2018.08.01.~ 08.05

시책개발에 공이 큰 공무원의 자
기계발 기회부여 및 해외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태국 1 1,553

2018.08.26.~ 08.29

시책개발에 공이 큰 공무원의 자
기계발 기회부여 및 해외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괌 2 3,248

2018.08.28.~ 09.04

계약원가심사 유공자의 사기진작
과 선진계약원가 심사기법 습득을 
통한 역량강화

호주,뉴질랜드 1 3,000

2018.09.02.~ 09.06
우수이장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따
른 인솔

태국 1 1,301

2018.09.04.~ 09.11

해외 선진 축산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및 해외우
수사례 발굴

독일,오스트리아,
체코

1 3,000

2018.09.06.~ 09.08

해외 지역축제 벤치마킹으로 농촌
축제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및 개
선방안 강구

일본 1 839

2018.09.12.~ 09.17

도내 우수축산인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해외 선진축산 연수로 
국제적 견문확대

오스트레일리아 1 2,698

2018.10.02.~ 10.10
2018년 제44회 LA한인축제 경북
농식품국외판촉행사 참석

미국 5 20,786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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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10.02.~10.10.
2018년 경상북도시군의회 사
무직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2 8,470

2018.11.07.~11.11. 영양군의회 의원국외연수 대만 3 5,790

2018.10.13.~ 10.20
2017년 우수시책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우수시책 벤치마킹

오스트리아,슬로
베니아,크로아티
아,헝가리,체코

2 3,000

2018.10.20.~ 10.27
국제농업협력 업무 추진역량 향상 
및 FAO 등 국제농업기구와의 교
류협력 증진

오스트리아,독일,
스위스,리히텐슈

타인
1 2,744

2018.10.31.~ 11.09

기후변화에 따른 외국의 재난 대
비 현황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재·재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능
력 향상

핀란드,에스토니
아,스웨덴,덴마크

1 3,000

2018.11.01.~11.06
미래농업자원개발 농업인 해외
연수 인솔

베트남 1 1,382

2018.11.03.~11.07

관내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를 통해 해외문화 및 선진문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러시아 2 2,802

2018.11.11.~ 1.18
2018년 주소제도 발전방향 마
련을 위한 국외 정책연수

중국 1 1,951

2018.11.21.~11.25
2018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회 선진사례 비교 해외연수 
인솔

러시아 1 1,487

2018.12.12.~12.19

영유아 보육 및 관련 지원서
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사례를 
수집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위한 우수 보육서비스 프
로그램 벤치마킹

네덜란드,벨기
에,독일

1 3,000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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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98 327 0.14% 7 46,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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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39 205,432 214,898 228,848 227,988

의회경비 299 323 309 309 327

의원 정수 7 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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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2,723 46,072 44,190 44,188 46,69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2014년 ~ 2017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며, 전년도 같은 경우

의원역량개발비(205-07)가 2018년 회계연도부터 신설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7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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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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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18,536

10.02.~10.10.
LA한인축제 경북농식품 

국외판촉
미국(LA) 1(1) 5,828

11.07.~11.11. 영양군의회 의원국외연수 대만 6(3) 12,70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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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영양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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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808 1,161 1,235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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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607 620 630 65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663 673 691 698 808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1,300 1,300 1,300 1,300 1,16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85 1,108 1,114 1,107 1,23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3 85 85 85 10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 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증가, 건강검진비를 맟춤형시행경비(201-04) 추가 배정 및 지침에

따른 시행경비 기준액 예산 편성으로 인한 총 경비 증가로 판단됩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양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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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65 13,696 26.87%

시설비 (401-01) 50,082 13,497 26.95%

감리비 (401-02) 633 98 15.54%

시설부대비 (401-03) 250 101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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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7,454 55,291 53,377 52,623 50,965

연말
(11~12월)지출원인행위액(B) 7,361 3,638 8,767 9,079 13,696

비율(B/A) 15.51% 6.58% 16.43% 17.25% 26,8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이월·불용액 규모를 축소하고자 연말지출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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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55 55 55

제1금고
NH농협은행(

주)영양군지부
‘17.01.01~
’20.12.31. 220 55

(당초) 55 55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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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