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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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입니다. 우리 의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6,608

4,967 1.19

일반운영비 3,249 0.78

여  비 1,028 0.25

업무추진비 364 0.09

직무수행경비 97 0.02

자산취득비 229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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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61,472 387,633 380,566 387,547 416,608

기본경비 4,371 4,607 4,867 4,948 4,967

비율 1.21 1.19 1.28 1.28 1.19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의성군의 기본경비 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1%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 이후

기본경비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음.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의성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11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성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857 4,468 △611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성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6,608 54,475 13.08

인건비(101)

416,608

43,257 10.38

직무수행경비(204) 1,160 0.28

포상금(303) 2,234 0.54

연금부담금 등(304) 7,824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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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61,472 387,633 380,566 387,547 416,608

인건비(B) 45,777 47,512 50,793 54,054 54,475

인건비비율(B/A) 12.66 12.26 13.35 13.95 13.0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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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16,608 417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16,608
19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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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61,472 387,633 380,566 387,547 416,608

업무추진비 417 413 407 422 417

비율 0.12 0.11 0.11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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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예산을 편성 중에 있음.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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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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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608 611 0.15 13 47,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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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472 387,633 380,566 387,547 416,608

의회경비 591 589 569 578 611

의원 정수 13 13 13 13 1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5 0.15 0.15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472 45,308 43,767 44,466 47,02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9 13 2,24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의성군 지방의회 지방의원 1명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248천원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음.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14(5) 29,226

10.12.
~10.16.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방문

몽골 2(0) 2,920

10.28.
~11.02.

의원 국외연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2(5) 26,306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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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5년 우리 의성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29 416,608 1,155 0.28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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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890 920 1,004 1,029

세출결산액 (B) 361,472 387,633 380,566 387,547 416,608

맞춤형 복지비 (C) 1,200 1,108 1,144 1,169 1,155

비율(C/B) 0.33 0.29 0.3 0.3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45 1,245 1,243 1,164 1,12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성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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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67 15,725 17.72

시설비 (401-01) 87,956 15,587 17.72

감리비 (401-02) 526 71 13.58

시설부대비 (401-03) 285 67 23.5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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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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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3,984 74,517 84,916 73,081 88,76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166 19,988 14,748 21,894 15,725

비율(B/A) 12.11 26.82 17.37 29.96 17.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 연말 지출원인행위 비율이 크게 감소함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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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130 3,277 147

지방세 1,680 1,738 58

세외수입 1,450 1,539 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3,421 3,512 3,206 3,130 3,277

지방세 1,768 1,835 1,557 1,680 1,738

세외수입 1,653 1,677 1,649 1,450 1,53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고질체납정리, 자동이체 신청 홍보로 착오로 인한 체납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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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30 110 110 110

제1금고 농협은행
‘13.01.01.

~
’15.12.31.

300
100
(당초)

100 100
(‘15.10월)

제2금고 국민은행
‘13.01.01.

~
’15.12.31.

30
10
(당초)

10 10
(‘15.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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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계 110 110 0

총무과 지역인재육성 교육
유아및초중등
교육

출연금 110 110 0
부기명
:향토인재육성지
원(장학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