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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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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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08,797 1,256 0.60% 　
일반운영비(201) 208,797 775 0.37% 　

여비(202) 404 0.20% 　
업무추진비(203) 0 0% 　

직무수행경비(204) 0 0% 　
자산취득비(405) 78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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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22,109 179,917 176,331 209,878 208,797

기본경비 1,039 981 1,137 1,260 1,256

비율(%) 0.47% 0.55% 0.64% 0.60% 0.60%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영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57m2이 적어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2,438㎡ 3,395㎡ -957㎡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08,797 28,927 13.85% 　

인건비(101)

208,797

23,371 11.19% 　

직무수행경비(204) 772 0.37% 　

포상금(303) 1,223 0.59% 　

연금부담금등(304) 3,561 1.7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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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22,109 179,917 176,331 209,878 208,797

공무원 인건비 25,879 26,133 26,294 27,829 28,927

비율(%) 11.65% 14.53% 14.91% 13.26% 13.8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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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97 281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8,797
9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8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

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22,109 179,917 176,331 209,878 208,797

업무추진비 325 305 300 311 281

비율(%) 0.15% 0.17% 0.17% 0.15%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원)

계 343,013,380

130825~130902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새로운 시책 발굴
터키, 그리스 1 4,178,000

130520~130524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 

개발로 미래 다문화  사회 대비
대만, 홍콩 1 1,824,000

130830~130907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 

개발로 미래 다문화 사회 대비
터키, 그리스 1 3,176,000

130908~130914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업무향상 및 

새로운 시책 발굴 기회 제공
터키 1 3,000,000

130825~130927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기간중 터키 이스탄불에 

영양군홍보관을 설치하여 영양군의 

우수한 관광 자원 및 특산품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자 함

터키 3 12,335,000

130903~130911
선진농업국의고품질과실생산

체계및과수선도기술벤치마킹
미국,케나다 1 3,800,000

131219~131223
2013년 투자유치  유공자 선진정책 

비교 해외연수 참가
일본 1 1,601,000

131214~131221
제12기 샤자  중국상품박람회 및 

농산품 박람회 참가
아랍,두바이 3 10,098,000

131204~131208 이장 내적역량 강화 연수  인솔 미얀마 1 1,602,000

131209~131212 이장 내적역량 강화 연수  인솔 일본 2 2,848,000

131205~131211 국외농기계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인도 1 2,550,000

131124~131130
가축분뇨 관련법령,  제도·처리시설 

현황 및 자원화기술 등 을 위한 연수
호주,뉴질랜드 1 3,056,000

131118~131122 하수도운영과정 일본 1 1,192,000

131105~131110 하수도운영과정 배트남.태국 1 1,638,000

131029~131106 도로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오스트리아,

덴마크,독일
1 4,951,000

131028~131104 방재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1 4,047,000

130828~130904
공공보건의료 선진국에  대한 

자치단체 및 공공보건시설 비교견학

영국,독일,

오스트리아
1 4,226,000

130904~130913 체송담당공무원국외연수  터키,그리스 1 4,016,000

130905~130914 공무원노사선진문화국외체험연수  
체코,오스트리아,

스위스,터키
2 8,616,00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원)

130902~130909 한-터키 간 감사업무 비교시찰  터키 2 7,744,000

130905~130913 선진 해외문화와 재정에 대한 비교  터키,그리스 2 6,472,000

130806~130914 회계업무 공무원 국외연수  터키,그리스 1 3,953,000

130803~130911 민원공무원 해외시찰  터키,그리스 1 3,510,000

130903~130911
2013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건축선진도시 해외연수  
터키,그리스,아랍 1 3,849,000

130904~130912 정부합동평가 유공무원 선진지 견학  터키,그리스 1 3,633,000

130902~130914 교통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터키,그리스 1 3,589,000

130831~130910 문화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터키,그리스,아랍 1 4,537,000

130828~130905 복지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터키,그리스 1 1,411,000

130829~130906 인사교류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터키 1 3,621,000

130827~130904 도시계획관계공무원해외연수  터키 1 3,519,000

130826~130904
선진농업국 우수 과수생산 현황 비교 

시찰을 통한 국내 과수 경쟁력제고  

터키,헝가리,체코,

오스트리아
1 3,484,000

130823~130902 국제행사 자원봉사 운영시스템 체험학습  
두바이,터키,

그리스
1 3,352,000

130816~130822 실크로드 유적답사 및 우호협력 행사참석  이란 1 3,282,000

130722~130725 2013년 청소년 해외선진체험 참가자 인솔  중국 2 2,148,000

130724~130729 2013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인솔  우주베키스탄 1 2,124,000

130724~130727
2013년 전통시장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1 1,164,000

130627~130629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협약체결  일본 1 1,288,000

130627~130704
선진  국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 및 

산채산업 발전모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터키,스위스 3 14,342,000

130626~130701
이장 내적 역랑강화 및 사기진작,

해외농업 비교연 수인솔  
대만,홍콩,심천 1 1,627,000

130625~130704
해외정보 보안관련 기관 우수정책 및 제도 

벤치마킹  

영국,스위스,

이탈리아
1 5,433,000

130609~130613
2013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종사 공무원 

해외선진 체육행정견학  
일본 1 1,374,000

130605~130613
선진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현지체험  
스페인,포르투갈 1 2,279,500

130604~130610 해외 선진국 산불방지 체계연구분석  캐나다 1 3,278,000

130528~130607 조직관리제도 해외연수  
터키,스페인,

포르투갈
1 5,029,000

130522~130530 문화재 활용분야 지자체역량강화 연수  미국,캐나다 1 3,476,000

130507~130516
일반농산어촌사업 해외선진 우수사례답사 

및 자료수집  

체코,헝가리,

오스트라이
1 4,273,000

130428~130508 영양군 농특산물 홍보판촉  
이탈리아,

네덜란드
1 3,8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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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

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30410~130419 방재담당공무원해외연수  러시아,발트3국 1 3,980,000

130328~130405
경북시장군수협의회담당공무원선진행정

문화체험  
미국 1 4,448,000

130324~130402
경북시장군수협의회담당공무원선진행정

문화체험  
호주,뉴질랜드 1 3,592,000

130324~130406
공무국외여비지급  대한민국 실크로드 

1차 탐험대 참가  
중국 1 2,387,000

130320~130329
공무국외여비지급  지방재정제도 선진지 

해외연수  

독일,프랑스,룩셈

부르크
1 4,020,000

130304~130309 2013년동경식품박람회참석  일본 1 2,265,000

130304~130307 국제자매결연추진  카자흐스탄
4(단체장

포함)
13,486,000

130309~130315
일본트레킹길  도보교, 산림치유시설 

해외연수  
일본 1 2,966,000

130226~130301 자원봉사해외선진지체험학습  일본 1 1,215,000

130213~130222 선진지방재정제도공무국외연수  스페인,포르투갈 1 4,595,000

130130~130205
지속가능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을

위한해외연수  

독일,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1 3,656,000

131105~131112
2013 하반기 시군구  공무원 

중국-일본연수
중국(북경),일본 1 1,386,000

131030~131107 재해 및 이재민구호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1 4,161,000

131015~131023
국제밤하늘협회(IDA)  가입을 위한 

업무협의
　 2 11,314,000

131030~131105
보건·환경분야  최신기술동향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체코,헝가리,오스

트라이
1 3,122,000

130501~130930 선진행정견학  직원국외배낭연수 유럽 등 21 48,000,000

130501~130831 중견간부, 중견리더과정  연수 유럽 등 4 23,320,880

130319~130326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키르키즈스탄 2 4,376,000

130423~130501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키르키즈스탄 2 4,396,000

130521~130529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키르키즈스탄 1 2,198,000

130618~130626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키르키즈스탄 1 2,277,000

130903~130911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키르키즈스탄 2 4,696,000

131014~131017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중국 1 786,000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양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08,797 288 0.14% 7 4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7명 (’13.12.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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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22,109 179,917 176,331 209,878 208,797

의회경비 351 295 289 291 288

의원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6%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0 42 41 42 4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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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A/B)

2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 국외여비는 영양군-카자흐스탄알마티 주간 국제자매결연체결식 참석을 위해 집행되  

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3.3.4~3.7
영양군-카자흐스탄알마티주간

국제자매결연체결식참석
카자흐스탄 1 1,944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3년 우리 영양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563 208,797 628 0.3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493 510 510 502 563

세출결산액 (B) 222,109 179,917 176,331 209,878 208,797

맞춤형 복지비 (C) 610 617 603 602 628

비율(%)  (C/B) 0.27 0.34 0.34 0.29 0.3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1 1 1 1

☞ 2013년에 628,03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인당 평균 1,116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3년에는 증가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에 따른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 지침에 맞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를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양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합    계 58,920 4,721 8.01%

시설비(401-01) 57,571 4,501 7.82%

감리비(401-02) 1,030 151 14.65%

시설부대비(401-03) 319 69 21.5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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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88,011 62,967 53,109 74,401 58,920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9,602 5,330 7,535 9,690 4,721

비율(%) (B/A) 10.91% 8.46% 14.19% 13.02% 8.0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정부의 재정운영 방안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말(11월~12월)지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655 617 38

지방세 427 371 56

세외수입 228 246 -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69 578 563 617 655

지방세 344 332 329 371 427

세외수입 226 246 234 246 228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