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
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8,979

`2,764 0.54

일반운영비 1,474 0.29

여  비 753 0.15

업무추진비 344 0.08

508,979직무수행경비 101 0.02

자산취득비 91 0.02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국내여비(202-01) +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부서운영업
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 결산액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기 본 경 비 3,229 3,160 3,210 2,940 2,764

비       율 1.01 0.95 0.8 0.55 0.54



☞ 기본경비는 지난해에 비해 176백만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우리 구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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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 10,967 - 2,581 2,155 - 99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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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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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508,979

64,664 12.7

인   건   비 51,157 10.05

직무수행경비 1,545 0.3

포   상   금 2,323 0.46

연금부담금 등 9,639 1.89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인  건  비(B) 57,592 59,356 61,936 66,290 64,664

인건비비율(B/A) 18 17.78 15.37 12.38 1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508,979

345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7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6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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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업무추진비 353 363 365 331 345

비     율 0.11 0.11 0.09 0.06 0.07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참조)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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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979 462 0.09 11 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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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의회경비 586 531 539 555 462

의원 정수 12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6 0.13 0.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821 48,249 49,031 50,418 42,022



☞ 코로나19로 인한 의회활동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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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866 864 930 9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162 1,182 1,256 1,274 1,27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63 1,365 1,453 1,370 1,35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92 1,29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8.09 105.83 110.09 103.04 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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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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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1,278 1,360 1,351 99.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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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43 37,261 25,252 36,764 35,556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6,490 2,624 8,616 10,448 10,226

비율(B/A) 17.96 7.04 34.12 28.42 28.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축 공사 및 인동촌 백년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공사 
등주요 공사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집중되어 지출비율이 늘어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35,556 10,226 28.76

시설비(401-01) 35,371 10,186 28.8

감리비(401-02) 127 27 21.07

시설부대비(401-03) 58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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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2 23 23 23

제1금고 대구은행
’21.01.01

~
’24.12.31.

92 23 23 23

 ▶제1금고: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 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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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평생교육과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306-01 2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