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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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1,470

3,155 0.66%

일반운영비 2,313 0.48%

여 비 840 0.18%

업무추진비 3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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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기본경비 1,686 3,864 3,696 3,105 3,155

비율 0.53% 1.17% 0.79% 0.67% 0.6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기본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50백만원 증가하였

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 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8,203 0 1,506 1,118 0 99 8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1,470

54,177 11.25%

인건비 44,960 9.34%

직무수행경비 1,196 0.25%

포상금 1,722 0.36%

연금부담금 등 6,299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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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인건비(B) 44,256 46,853 49,113 53,552 54,177

인건비비율(B/A) 13.85% 14.23% 10.55% 11.6% 11.2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정원 증가와 기본급 상승에 따른 수당 상승 등에 의해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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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1,470

34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2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업무추진비 307 293 355 331 343

비율 0.10% 0.09%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또한 증가하여 비율은 동일합니다.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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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1,470 341 0.07 7 48,74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의회경비 318 338 311 328 341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10% 0.07%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418 48,312 44,495 46,857 48,7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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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해     당 없   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

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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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1,351 1,360 1,098 80.7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A)(명) 950 1,036 1,137 1,295 1,23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1,016 1,089 1,261 1,380 1,351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965 1,290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69 1,050 1,109 1,065 1,098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0.79 81.45 93.39 80.14 80.7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증가와 1인당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증가로 

지난해보다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군에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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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502 50,765 34.65%

시설비 (401-01) 145,194 50,350 34.68%

감리비 (401-02) 1,124 364 32.39%

시설부대비 (401-03) 184 51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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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91,698 91,925 113,743 119,601 146,50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7,830 22,134 41,084 27,344 50,765

비율(B/A) 30.35% 24.08% 36.12% 22.86% 34.6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 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 등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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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0 100 100 10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400
100

(당초)
100

100
(`2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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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교육
평생·
직업
교육

306-01
출연금

100 100 -

장학사업,
명문고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

※ 예산편성(세입 및 세출) 내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