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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운영경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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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32

1,504 0.73

일반운영비 750 0.36

여  비 531 0.26

업무추진비 221 0.1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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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6,331 209,878 208,797 193,139 205,432

기본경비 1,137 1,260 1,256 1,186 1,504

비율 0.64% 0.60% 0.60% 0.61% 0.7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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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군은 기본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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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영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04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91 3,395 -704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에 대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

액은 없습니다.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05,432

32,090 15.62

인건비(101) 25,371 12.35

직무수행경비(204) 769 0.37

포상금(303) 1,301 0.63

연금부담금 등 (304) 4,649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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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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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76,331 209,878 208,797 193,139 205,432

인건비(B) 26,294 27,829 28,927 31,264 32,090

인건비비율(B/A) 14.91% 13.26% 13.85% 16.19%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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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32

275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09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6,331 209,878 208,797 193,139 205,432

업무추진비 300 311 281 273 275

비율 0.17% 0.15% 0.13%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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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66,773 　

01월     20건 소계 4,056 　

01월 식사대금 지급 외 19건 4,056 　

02월     38건 소계 19,402 　

02월

격려금 지급 2,000

홍보용 특산물 구입 3,600 단일건

홍보용 특산물 구입 1,925 단일건

특산물 구입 1,400 단일건

식사대금 외 33건 10,477

03월     38건 소계 13,824 　

03월
특산품 구입 4,968 단일건

식사 제공 외 36건 8,856 　

04월     43건 소계 10,968 　

04월 식사 대금 지급 외 42건 10,968 　

05월     37건 소계 10,107 　

05월 식사 제공 외 36건 10,107 　

06월     42건 소계 18,831 　

06월

식사 대금 지급 외 37건 8,465 　

식사 대금 지급 1,98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46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5,040 단일건

07월     32건 소계 8,006 　

07월 식사대금 지급 외 31건 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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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08월     21건 소계 5,714 　

08월
식사대금 지급 외 19건 4,514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 단일건

09월     32건 소계 9,624 　

9월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31건 9,624 　

10월     42건 소계 14,394 　

10월
홍보용특산물 구입 2,040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40건 12,354 　

11월     50건 소계 17,076 　

11월
특산품 구입 외 48건 15,646 　

식사 제공 1,430 단일건

12월     91건 소계 34,771 　

12월

식사대금 지급 외 86건 28,388 　

식사 제공 2,040 단일건

식사 제공 1,785 단일건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08 단일건

식사 제공 1,250 단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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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70 223,820

2015.01.09
-02.06  2015년 관내중학생 미국해외어학연수 교육단 미국 2  12,998 　

2015.01.09
-01.16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지정 및 국제교류협약체결단 미국 6  29,633 단체장 

2015.01.18
-01.25  일반농산어촌사업 해외선진우수사례 답사 및 자료수집 미국 2  6,792

2015.02.05
-02.14  3대문화권사업 국외사례 조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2  7,758 　

2015.02.06
-02.14  전문MC 해외연수 터키 2  4,000 　

2015.02.06
-02.14  2014재정분야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터키 1  2,000 　

2015.02.24
-02.28 영양군의회 공무 국외견학 일본 3 4,988

2015.02.25
-03.06  도로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뉴질랜드,
오스트레일
리아

1  4,054 　

2015.03.04
-03.11  도-시군 글로벌 노사문화 체험연수 이탈리아,

독일 2  8,330 　

2015.03.14
-03.17  의장 국외연수 수행 중국 1  1,360 

2015.03.23
-04.01  조직관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체코,독일,

오스트리아 1  3,470 　

2015.04.13
-04.23  방재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미국,멕시코 1  5,006 　

2015.04.20
-04.25  기록물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베트남 1  1,595 　

2015.04.26
-05.02  독립운동유적지및 분단현장 연수 중국 1  1,772 　

2015.04.23
-05.01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회 사무직원 공무 국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
리아

1  3,320

2015.04.22
-04.29  회계부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프랑스,

스위스 1  4,037 　

2015.05.07
-05.16  계약심사원가공무원 해외연수 노르웨이,스

웨덴,핀란드 1  3,865 　

2015.05.13
-05.22  건축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뉴질랜드,오
스트레일리
아

1  4,111 　

2015.05.28
-06.04  2014년도 우수시책 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독일,벨기에,

네덜란드 6  10,000 　

2015.05.16
-05.22  문산업육성 및 하수처리시설 선진화를 위한 선진견학 홍콩,싱가포

르 1  2,649 　

2015.05.19
-05.22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1  1,004 

2015.05.26
-05.30  화훼선진국의 재배기술 견학을 위한 시책연수 일본 1  1,530 　

2015.05.25
-06.03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4,908 　

2015.06.19
-06.26  2015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 

로스엔젤레
스,샌프란시
스코

1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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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2015.06.12
-06.20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
수 

샌프란시스
코,미국,로스
엔젤레스

1  4,012 　

2015.06.18
-06.25  산불방지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선진기술의 습득 터키 1  2,606 　

2015.06.18
-06.26

 외국의 지방세제도 견학을 통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이탈리아,
파리 1  3,700 

2015.08.21
-08.27  해외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및 정보수집 독일,

이탈리아 1  3,200  
2015.07.04

-07.08  외씨버선길 선진연수 중국 1  1,447 　

2015.08.22
-08.29

 사과산업 벤치마킹 및 농업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시책 
도입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4,052 　

2015.08.25
-08.28

 2015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공
무국외 연수 중국 1 1,300 

2015.09.09
-09.17  사회복지공무원 선진해외 복지제도 벤치마킹 체코,오스트

리아,헝가리 1 4,300 

2015.09.04
-09.12  중소기업 육성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선진정책 비교연수 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1 3,971 　

2015.09.03
-09.06  2014년도 우수시책 창조팀 선진시책 비교 해외연수 일본 4 5,580 　

2015.09.10
-09.19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벤치마킹 국외
연수 

독일,스위스,
이탈리아 1 4,827 　

2015.09.14
-09.21  해외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시스템 벤치마킹 

로스엔젤레
스,미국,샌프
란시스코

1  3,518 　

2015.09.14
-09.23  제12기 중경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연수  미국,캐나다 2  11,596 　

2015.10.05
-10.09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관련 해외실태  조사  일본 1  1,250 　

2015.10.08
-10.16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해 해외 선진 민원행정 비교견학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도모 

포르투갈,
스페인 1  4,750 　

2015.10.22
-10.30

 선진국의 지방정부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전문능력의 
향상을 도모 

미국 1  4,300

2015.10.28
-11.05 선진국가의 관련분야 정책운영실태와  벤치마킹

미국(샌프란
시스코,로스
엔젤레스)

1  4,121 　

2015.11.11
-11.18

FTA체결확대  및 수입과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의 과
수산업실태조사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프랑스
(파리),벨기에
,네덜란드

1  3,485 　

2015.10.25
-10.2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사과  재배현황 파악과 친
환경 유기농 사과 재배기술 습득 중국 1  1,125 　

2015.10.20
-10.29

2015학년  제16기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교육과정 국외선
진지견학 미국,캐나다 2  8,962 

2015.11.06
-11.09 2015년 청소년 선진문화체험 인솔 일본 2  2,044 　

2015.10.26
-11.02

하천관리 선진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및 대
응체계 연수

브라질,
아르헨티나 1  6,223 　

2015.11.22
-11.25

이장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해외관광산업 및 
주민행정참여 비교연수 안내 및 지원

홍콩,
마카오,심천 1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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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05,432 323 0.16 7 46,07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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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6,331 209,878 208,797 193,139 205,432

의회경비 289 291 288 299 323

의원 정수 7 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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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1,248 41,614 41,088 42,723 46,07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289 291
288

299

3230.16%

0.14%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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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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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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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1,248 41,614
41,088

42,723

46,072
47,163 47,210 47,391 

45,894 

48,649 

36,000

38,000

40,000

42,000

44,000

46,000

48,000

5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양군

군평균

(단위:천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 7 2,07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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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의회를 방문·수범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로 그 비용을 의원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2,07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 1. 8.~
1.16.

국제교류 협약 미국 1 4,200

2015. 2. 24.~
2.28

의원국외연수 일본 6(3) 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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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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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205,432 673 0.33 1,1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510 502 563 610 605

세출결산액 (B) 176,331 209,878 208,797 193,139 205,432

맞춤형 복지비 (C) 603 602 628 663 673

비율(C/B) 0.34 0.29 0.3 0.34 0.3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82 1,199 1,116 1,087 1,112

☞ 2014년도보다 대상 인원에게 배정된 맞춤형 복지비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1인당 평균

배정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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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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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증진의 추세의 맞추어 꾸준히 증가세였으나, 2015년 세출규모 증가에 따라 비율

적으로 복지비 집행율이 저조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양군에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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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91 3,638 6.58%

시설비 (401-01) 54,082 3,560 6.58%

감리비 (401-02) 981 6 0.61%

시설부대비 (401-03) 228 72 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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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53,109 74,401 58,920 47,454 55,29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535 9,690 4,721 7,361 3,638

비율(B/A) 14.19% 13.02% 8.01% 15.51% 6.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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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등을 통하여 연말 지출 비율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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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53 885 132

지방세 514 612 98

세외수입 239 273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563 617 655 753 885

지방세 329 371 427 514 612

세외수입 234 246 228 239 27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63 617 655 753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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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 우리군은 지방세원이 낮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세 체납

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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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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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