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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입니다. 우리 영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93,139

1,186 0.61

일반운영비 759 0.39

여  비 390 0.21

업무추진비 0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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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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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기본경비 981 1,137 1,260 1,256 1,186

비율 0.55 0.64 0.6 0.6 0.6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기본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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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영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84m2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411 3,395 -984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에 대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

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93,139

31,264 16.19

인건비(101) 24,763 12.82

직무수행경비(204) 771 0.4

포상금(303) 1,280 0.66

연금부담금 등 (304) 4,44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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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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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179,19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인건비(B) 26,133 26,294 27,829 28,927 32,264

인건비비율(B/A) 14.53 14,91 13.26 13,85 16.1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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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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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93,139

273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2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1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업무추진비 305 300 311 281 273

비율 0.17 0.17 0.15 0.13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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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80,588 　

01월     43건 소계  23,689 　

01월

격려금 지급 1,800 단일건

식사대금 지급 외 39건 11,449 　

특산물 구입 1,200 단일건

지역특산물 구입 9,240 단일건

02월     30건 소계  7,554 　

02월

지역특산물 구입 -9,240 단일건

지역특산물 구입 9,240 단일건

특산품 구입 외 27건 7,554 　

03월     45건 소계 12,823 　

03월
홍보용 특산품 구입 2,160 단일건

식사 제공 외 43건 10,663 　

04월     29건 소계 6,513 　

04월 식사 대금 지급 외 28건 6,513 　

05월     32건 소계 7,282 　

05월 식사대금지급외31건 7,282 　

06월     48건 소계 11,339 　

06월 식사 대금 지급 외 47건 11,339 　

07월     41건 소계 11,557 　

07월 식사대금 지급 외 40건 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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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08월     47건 소계 14,789 　

08월
식사대금 지급 외 45건 12,789 　

격려금지급 2,000 단일건

09월     39건 소계 21,115 　

9월

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0 단일건

홍보용 특산물 구입 5,40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426 단일건

홍보용특산품구입외35건 11,289 　

10월     50건 소계 16,317 　

10월

홍보용특산물 구입 1,55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69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외 47건 13,077 　

11월     33건 소계 17,266 　

11월

특산품 구입 외 30건 10,923 　

특산품 구입 5,005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38 단일건

12월     80건 소계 30,146 　

12월

식사대금 지급 외 86건 20,526 　

특산품 구입 5,000 단일건

특산품 구입 2,520 단일건

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100 단일건

13월     1건 소계 198 　

13월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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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84 218,950

140104~
140118

2014년상반기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국외연수경비지급 중국 1 1,750 　

140115~
140119

일월산마실권역사업관련  
선진지견학 일본 2 2,766 　

140118~
140127

지속가능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위한공무원해외연수

프랑스,스위스,
이탈리아,영국 1 4,985 　

140205~
140211 동물복지형  양계사업 시찰 독일,네덜란드 4 14,780 　

140213~
140221

국가투자예산확보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캐나다 1 3,881 　

140218~
140224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홍보.판촉지원 홍콩,마카오,베트남 1 2,170 　

140225~
140228

도~시군상생네트워크구축과선진행정
구현을위한행정·시정담당

공무원국외연수
일본 1 1,790 　

140310~
140316

전통시장활성화방안모색을위한
선진지견학 싱가포르,홍콩,대만 1 2,362 　

140311~
140320 방송통신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캐나다 1 4,351 　

140312~
140327

미국  미주리대학교 
특별정책훈련연수 미국 1 2,739 　

140322~
140330

2013년도  우수시책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스위스,프랑스,
이탈리아 3 4,500 　

140322~

140330

2013년도 우수시책 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스위스,프랑스,

이탈리아
4 6,000 　

140324~

140331
2014년도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독일
1 3,217 　

140327~

140403

중소기업육성시책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3,837 　

140328~

140404
국외관광인프라 선진사례 조사 프랑스,스페인 1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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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140330~

140405

여름철물놀이및유도선안전관리
업무담당자해외연수 미국 1 2,928 　

140416~

140423

경상북도시군사진영상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체코,오스트리아 1 3,610 　

140416~
140424

2014년  시군의회 사무직원 
국외선진지방의회제도 연수비 지급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오스트리아
2 7,278 　

140417~

140424
정부3.0 핵심리더 국외연수 핀란드,노르웨이 1 4,317 　

140417~

140425

2013년도 우수시책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이탈리아,스페인 5 10,000 　

140625~

140701
경북북부권 공동홍보관 운영 중국(북경) 2 3,888 　

140730~

140808

제13기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교유과정 
국외선진지 견학참석

뉴질랜드,오스트리
아 1 4,242 　

140806~

140813

외국선진지장애인복지정책
현장학습참가

미국(뉴욕,
워싱턴),캐나다 1 4,828 　

140823~

140829

2013년도 우수시책 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독일 1 1,500 　

140826~

140903

농산물시장개방대응 및 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위한

친환경 로컬푸드 해외선진 사례조사

파리,벨기에,
네덜란드 1 3,935 　

140827~

140903

2014년사회복지인역량강화
해외연수참가 이탈리아,파리 1 4,350 　

140828~

140905
2014년도 건축선진도시 해외연수 이탈리아,스페인 1 4,198 　

140915~

140922
우수농업인 등 해외농업 국외연수 뉴질랜드,오스트리

아 1 3,636 　

140917~

140926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미국,캐나다 1 4,151 　

140917~

140926

친환경에너지화시설도입을위한
공무국외연수

체코,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 4,857 　

140917~

140926
해외선진 농촌지역개발 선진지답사 오스트리아,뉴질랜

드 1 4,193 　

140923~

141001
해외연수 국외 여비 보상 헝가리,오스트리아,

체코 1 3,200 　

140926~

141003
식품위생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이탈리아 1 4,463 　

140927~

141002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여비 대만,홍콩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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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140930~

141008

고병원성AI및구제역해외방역

선진지연수

프랑스,이탈리아,

스위스
1 4,718 　

141005~

141009
사과농가  해외연수 인솔 일본 1 1,519 　

141006~

141018

제11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여비지급

베트남.미국,

캐나다
2 13,796 　

141013~

141017
사과농가해외연수  인솔2기 일본 2 3,121 　

141027~

141030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일본 7 9,672 단체장

141027~

141104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시스템 

견학

체코,폴란드,

헝가리
1 3,820 　

141027~

141105

2014년재난관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파리,스위스,

이탈리아,영국
1 4,807 　

141028~

14110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
독일 1 3,722 　

141106~

141114
재해,친환경분야  국외연수

네덜란드,벨기에,

독일
1 3,336 　

141114~

141117

2014년  청소년 선진문화체험 

인솔
중국 2 1,958 　

141114~

141121

2014농촌진흥기관농업기계

교육원국외연수
이탈리아,스위스 1 3,033 　

141114~

141122

2014년도농산어촌개발사업담당

해외연수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독일
1 4,475 　

141116~

141120
우수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인솔 일본 1 1,349 　

141117~

141121

2014  하반기 지자체 공무원 

일본연수
일본 1 1,128 　

141123~

141201

2014년친환경과수분야해외

선진지연수
체코,폴란드 1 3,696 　

141124~

141128

2014년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인솔
태국 1 1,230 　

141208~

141211

2014년선진행정견학국외배낭

연수 국외여비지급
일본 3 5,886 　

　
2014년도우수이장역량강화해외

연수인솔취소에따른수수료지급
　 1 345 　

　 공무국외여행 취소수수료 지급 　 1 1,037 　

　 공무국외여행 취소수수료 지급 　 4 797 　

　 공무국외여행 취소수수료지급 　 1 876 　



- 11 -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93,139 299 0.15 7 42,72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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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의회경비 295 289 291 288 29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4. 0.14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2,144 41,248 41,614 41,088 42,27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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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 7 19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 일본에 선진버섯산업 견학 및 기술투자 협약체결을 위하여 국외여비를 집행하였고,

그 비용을 의원수로 나눴을 경우 의원 1인당 19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4.10.27.
~10.30.

선진버섯산업 견학 및 
기술투자협약 체결

일본 1명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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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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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193,139 663 0.34 1,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510 510 502 563 610

세출결산액 (B) 179,917 176,331 209,878 208,797 193,139

맞춤형 복지비 (C) 617 603 602 628 663

비율(C/B) 0.34 0.34 0.29 0.30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10 1,182 1,199 1,116 1,087

☞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복지포인트 대상인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직보다 지급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낮아 1인당 평균배정액이 낮

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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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무기계약근로자에게 2013년 복지포인트를 300천원, 2014년에 복지포인트를 8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맞춤형복지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양군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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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54 7,361 15.51

시설비 (401-01) 46,263 7,23 15.64

감리비 (401-02) 797 53 6.59

시설부대비 (401-03) 394 75 19.0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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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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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62,967 53,109 74,401 58,920 47,45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330 7,535 9,690 4,721 7,361

비율(B/A) 8.46 14.19 13.02 8.01 15.5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55 753 98

지방세 427 514 87

세외수입 228 239 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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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578 563 617 655 753

지방세 332 329 371 427 514

세외수입 246 234 246 228 239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원이 낮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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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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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합니다.

우리 영양군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