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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62,973

1,549 0.33%

일반운영비 701 0.16%

여 비 538 0.12%

업무추진비 308 0.06%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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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05 322,564 402,693 438,331 462,973

기본경비 1,772 1,746 1,798 1,542 1,549

비율 0.58 0.54 0.45 0.35 0.3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비슷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비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우리 곡성군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없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62,973

54,985 11.88

인건비 44,949 9.71

직무수행경비 1,174 0.25

포상금 1,845 0.40

연금부담금 등 7,017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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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05 322,564 402,693 438,331 462,973

인건비(B) 46,571 49,825 50,561 52,849 54,985

인건비비율(B/A) 15.35 15.45 12.56 12.06 11.8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62,973

250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1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8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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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03,405 322,564 402,693 438,331 462,973

업무추진비 341 300 331 325 250

비율 0.11 0.09 0.08 0.07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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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973 348 0.08 7 49,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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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05 322,564 402,693 438,331 462,793

의회경비 342 362 358 357 34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09%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873 51,667 51,081 51,029 49,75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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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우리 곡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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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1,251 1,380 1,349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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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892 893 913 93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987 788 1,078 1,296 1,251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965 1,290 1,320 1,33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95 883 1,207 1,420 1,34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3.81 68.46 91.45 106.76 98.81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편성 1인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으로 대상  

인원과 최근 3년간 평균치의 증가에 따라 시행경비도 증가하게 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곡성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1,132 30,615 23.35

시설비 (401-01) 129,890 30,378 23.39

감리비 (401-02) 806 115 14.22

시설부대비 (401-03) 115 26 22.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21 96 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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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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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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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82,096 81,782 110,522 107,741 131,13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0,923 26,026 26,513 34,879 30,615

비율(B/A) 25.49 31.82 23.99 32.37 23.3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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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55 55 55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21.12.31. 220 55

(당초) 55 55
(‘21.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인구정책과 금고협력사업 교육

유아 

및 

초증등

교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5 55 0

2021년 

초등교과연계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에 숲 교육 

운영 용도로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