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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52,507

2,843 0.63

일반운영비 1,581 0.35

여  비 850 0.18

업무추진비 328 0.08

직무수행경비 70 0.02

자산취득비 14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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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기본경비 3,059 2,832 2,815 2,855 2,843

비율 0.93 0.80 0.79 0.70 0.6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 증가

로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기본경비는 2,84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영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14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254 4,468 △214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52,507

54,916 12.14

인건비 44,126 9.75

직무수행경비 1,178 0.26

포상금 2,050 0.45

연금부담금 등 7,562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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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인건비(B) 44,043 46,049 48,353 51,233 54,916

인건비비율(B/A) 13.35 12.98 13.57 12.63 12.1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 우리 군 인건비는 전년대비 3,68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14%p로 2017년에 비해 0.49%p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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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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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52,507

353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업무추진비 387 404 407 407 353

비율 0.12 0.11 0.11 0.10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4백만원이 감소한 35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93,373

1월 22건  소계 22,159

의회운영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교부 2,500 단일건

주요업무계획보고회 준비에 따른 노고 격려 식사 외 19건 6,842

2월 46건  소계 12,817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건설과 노고 격려 식사 1,058 단일건

CJ네트워크 촬영 추진 격려 식사 외 45건 11,759

3월 54건  소계 11,818

목포 MBC 특집취재 추진 격려 식사 외 53건 11,818

4월 47건  소계 10,898

독천 석포리 화재현장 정리 격려 식사 외 46건 10,898

5월 42건  소계 8,466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계자 식사 외 41건 8,466

6월 18건  소계 4,111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관계자 식사 외 17건 4,111

7월 66건  소계 19,232

의회운영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교부 2,500 단일건

국외교류협력 추진 중국 주광주 총영사 오찬 1,175 단일건

국제 국수산맥 바둑대회에 따른 관계자 식사 1,492 단일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관계자 격려 식사 외 62건 14,065

8월 60건  소계 17,588

민선7기 공약사업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토론회 관계자 식사 1,212 단일건

제19호 태풍 솔릭 현장 사전점검에 따른 관계자 식사 2,360 단일건

영산강 종합수상레저스포츠 대회에 따른 관계자 식사 외 57건 14,016

9월 50건  소계 16,572

기관단체장 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식사 1,060 단일건

샤인머스켓 현장평가에 따른 관계자 식사 외 48건 15,512

10월 56건  소계 19,107

태풍 콩레이 농작물피해 도지사 현장방문에 따른 관계자 식사 1,380 단일건

제36회 전국 한우경진대회에 따른 영암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 단일건

월출산 국화축제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계자 격려 식사 1,153 단일건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따른 관계자 식사 외 52건 15,374



11월 61건  소계 29,136

영암군 방문의 해 맞이 도시군 인사공감 워크숍 홍보용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식사 1,362 단일건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종료에 따른 관계자 식사 1,618 단일건

월출산 국화축제 폐막식에 따른 관계자 격려 식사 1,067 단일건

남도어르신 판소리 민요한마당 축제에 따른 관계자 격려 식사 1,121 단일건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라장사 등극에 따른 관계자 식사 2,840 단일건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식 관계자 격려 식사 외 54건 19,628

12월 92건  소계 21,469

연말연시 우호 시군 영암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75 단일건

연말연시 불우소외계층(달뜨는집) 격려에 따른 위문품 구입 1,688 단일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련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외 89건 18,406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8 광주전남 홍보담당 국외연수 1 2,428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국외연수 인솔 1 1,125

제24기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2 10,994

2018 청렴정책 선진지 해외연수 1 4,574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유공자 해외연수 2 8,869

마한촌 조성사업 관련 해외 우수사례 조사 3 3,849

2018 상반기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인솔 1 3,301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문화 교류 3 3,433

선진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 2 10,000

2018 상반기 글로벌마인드 문화체험 21 52,500

제57회 전남체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9 12,919

2018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해외 현장학습 1 1,026

제57회 전남체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차 7 7,184

제57회 전남체전 성공개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차 8 11,678

일본 간자키시 왕인박사 현창공원 개장식 참석 2 2,202 단체장

2018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국외연수 3 10,756

2018 국외자매도시(중국 후저우시) 교류 방문 2 2,534

2018 광주전남 공직자 홍보문화경제 국외연수 1 2,586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 국외연수 2 7,535

전남형 도시재생모델 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1 1,557

제25기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2 9,068

2018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1 3,977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 공건공향 녹색발전포럼 참석 5 5,393

2018 정보화 국외연수 1 3,168

친환경농업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 28,913

2018 하반기 글로벌마인드 문화체험 1 3,420

2018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공무국외출장 1 1,420

건축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1 1,283

2017 보건복지부 평가 유공자 국외연수 4 15,334

제25기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2 1,330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52,507 433 0.1 8 54,17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9,813 354,872 356,336 405,788 452,507
의회경비 418 415 436 443 433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2 0.12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300 51,881 54,550 55,325 54,17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우리 군 의회경비 비율은 2014년 0.13%p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0.03%p 감소한 0.10%p를 보이고 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 8 1,58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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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12.6

8.4~8.6 일본 간자키시 왕인박사 
현창공원 개장식 참석 일본 6(1) 6.6

10.31~11.4 제35회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배 참석 일본 4(1) 5.5

2018하반기 의원 국외연수  
계획 취소 수수료 0.5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

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영암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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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882 887 1,290 68.7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897 1,048 917 956 9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60 908 873 850 88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59 867 952 890 88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9.33 89.82 98.66 92.19 68.7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 군 맞춤형 복지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1인당 평균

배정액은 전년대비 3백만원 감소한 887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암군에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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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40 24,844 24.78
시설비 (401-01) 99,625 24,682 24.77
감리비 (401-02) 427 93 21.70

시설부대비 (401-03) 140 41 29.3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8 29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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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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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83,065 76,745 65,011 90,628 100,2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636 17,434 17,009 31,057 24,844

비율(B/A) 16.42 22.72 26.16 34.27 24.7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및 연말지출비율 감소 노력으로 2018년 연말지출

액은 전년대비 9.49%(6,213백만원)가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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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암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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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20 120 120 120

제1금고 농협은행 2018.1.1.~
2020.12.31. 100 100 100 100

제2금고 광주은행 2018.1.1.~
2020.12.31. 20 20 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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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
교육 고등교육 출연금 120 1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