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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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3,968 2,189 0.77%

일반운영비

283,968

827 0.29%

여  비 1,029 0.36%

업무추진비 255 0.09%

직무수행경비 66 0.02%

자산취득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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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7,338 226,550 255,753 265,568 283,968

기본경비 2,209 2,111 2,250 2,371 2,189

비율 (%) 0.89% 0.93% 0.88% 0.89% 0.7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

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86㎡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진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진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4,282㎡ 4,468㎡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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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3,968 35,648 12.55%

인건비(101)

283,968

28,402 10%

직무수행경비(204) 941 0.33%

포상금(303) 1,550 0.55%

연금부담금 등 (304) 4,755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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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7,338 226,550 255,753 265,568 283,968

인건비(B) 30,165 30,951 31,631 33,850 35,648

인건비비율(B/A) 12.20% 13.66% 12.37% 12.75% 12.5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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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83,968 291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83,968
132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9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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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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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작성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7,338 226,550 255,753 265,568 283,968

업무추진비 288 252 291 305 291

비율 (%) 0.12% 0.11% 0.11%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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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3.03~03.11 2013 진천군의회 국외연수 지원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3명

(의원제외)
12

03.06~03.10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중국광저우 관광박람회 

참가 여비지급
중국 2명 3

03.13~03.15
진천군 개발사업 외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일본 

투자유치 출장
일본 2명 2

03.28~04.01
생거진천현대모비스  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본 벤치마킹
일본 2명 3

04.01~04.05 2013 공무원 해외연수팀 해외벤치마킹(오푸스 알파) 싱가포르,인도네시아 4명 5

05.07~05.16 2013 공무원 해외연수팀 해외벤치마킹 프랑스,  스페인 6명 7

05.21~05.21 도시군 건축,공공디자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명 2

05.24~06.01 2013 공무원 해외연수팀 해외벤치마킹(두드림)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

키아,헝가리,핀란드
6명 7

05.31~06.08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해외연수비 지급
체코,오스트리아,스위스,

독일,이탈리아
1명 4

06.09~06.14 2013년 우수농업인 농산발효가공분야 해외연수 일본 1명 2

06.25~06.29 제12회 중국 조명희 문학제 참석 중국 2명 3

07.03~7.11 시군종합평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이탈리아,스위스,

프랑스,영국
1명 4

07.14~8.03 2013 학생해외연수단 인솔 미국(얼바인시) 1명 4

08.23~08.31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3명 9

08.26~08.30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추진 및 중국 길림성 

용정정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국외연수
러시아,중국 5명 12

09.11~09.16 2013 진천군 공무원 해외연수팀 해외벤치마킹 호주 4명 5

09.24~09.30
농식품 수출 700만불 달성 우즈베키스탄 

농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우즈베키스탄 1명 2

09.25~10.03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목표달성 시군 국외연수
이탈리아,프랑스,

스위스,영국
1명 5

09.30~10.11 제10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두바이,터키,그리스, 

불가리아
2명 9

10.28~10.31 진천군 개발사업 외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중국 투자유치 출장 중국 6명 8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1.03~11.07 도시군 의회사무과 직원 해외연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1명 2

11.12~11.16 일본 평생학습 우수사례 현장답습 일본 1명 1

12.02~12.06 담당공무원 해외 태양광산업 선지지 연수 중국 1명 1

12.08~12.13 2013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홍콩,중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8명 33

12.11~12.20 2013년 공무원연구동아리 최우수팀 해외연수 스페인,포르투갈 6명 24

12.23~12.27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전통시장 벤치마킹 대만 1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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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83,968 310 0.11% 7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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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338 226,550 255,753 265,568 283,968

의회경비 285 295 304 319 310

의원 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2% 0.13% 0.12%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1 42 43 46 4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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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3 7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 우리 군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은 12,827천원이며, 지방의원 정수는 7명으로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1,832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3.01~03.11 2013년 진천군의회의원 공무 국외연수
프랑스,스위스,

이탈리아 
의원6명

(동행공무원 3명)
12

06.25~06.29 조명희 문학제 교류 참석 중국
의원1명

(동행공무원 2명)
1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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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712 283,968 74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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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640 656 674 712

세출결산액 (B) 247,338 226,550 255,753 265,568 283,968

맞춤형 복지비 (C) 647 576 719 736 747

비율 (%) (C/B) 0.26 0.25 0.28 0.28 0.26

1인당 평균배정액(C/A, 천원) 0 0 1 1 1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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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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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84,617 14,231 16.82%

시설비 (401-01) 82,825 14,070 16.99%

감리비 (401-02) 1,557 95 6.08%

시설부대비 (401-03) 235 67 28.3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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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83 52,705 67,701 70,999 84,61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099 10,349 19,795 15,241 14,231

비율 (%) (B/A) 17.88% 19.64% 29.24% 21.47% 16.8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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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지출행위에 대하여는 사유를 엄격히 통제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하여만

허용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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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9,822 8,526 1,296

지방세 4,392 3,621 771

세외수입 5,430 4,905 5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618 8,114 8,475 8,526 9,822

지방세 3,130 3,229 3,565 3,621 4,392

세외수입 4,488 4,886 4,910 4,905 5,430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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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