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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1,555

3,043 0.38

일반운영비 1,057 0.13

여 비 1,064 0.13

업무추진비 563 0.07

직무수행경비 139 0.02

자산취득비 220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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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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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기본경비 2,614 2,978 2,745 2,801 3,043

비율 0.52 0.53 0.46 0.42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구는 예산편성(추경)때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경비

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예산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기본경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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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동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449m2이 적습니다.
(단위 : ㎡)

남동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동구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7,757 18,20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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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01,555

86,365 10.77

인건비 71,368 8.90

직무수행경비 1,973 0.25

포상금 2,831 0.35

연금부담금 등 10,193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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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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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인건비(B) 66,003 72,591 77,037 79,377 86,365

인건비비율(B/A) 13.25 12.98 12.81 11.85 10.7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구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6,988백만원(8.8%) 증가하였으며, 주

요증가 원인으로는 정원 확대, 근로자 보수 및 보험금부담금 상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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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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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1,555

481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2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업무추진비 400 367 389 465 481

비율 0.08 0.07 0.06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절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의무절감(10%)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절감 편성 방침을 지

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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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19.10.21.~
2019.10.26.

2019년 남동구 CIS 무역사절단 
파견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5 13.7 단체장 

포함

2019.06.24.~
2019.06.29.

2019년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미얀마, 타이 2 3.4 　

2019.04.07.~
2019.04.10. 2019년 동유럽 무역사절단 파견 체코, 폴란드 2 6.9 　

2019.05.29.~
2019.06.03.

2019년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 단체참가 베트남 1 1.2 　

2019.11.26.~
2019.12.03.

2019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및유공자국외연수 스페인,포르투갈 1 3.37 　

2019.03.27.~
2019.03.31

2019년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행정 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4 4.5 단체장 

포함

2019.04.02.~
2019.04.13. 미국,캐나다 2 9 　

2019.04.09.~
2019.04.20. 미국,캐나다 5 22.5 　

2019.04.19.~
2019.04.30.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등 1 4 　

2019.05.06.~
2019.05.17.

체코, 
오스트리아,헝가리 등 11 49.5 　

2019.05.13.~
2019.05.24.

덴마크,노르웨이,스웨
덴,핀란드 4 18 　

2019.06.06.~
2019.06.17.

영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

아
1 4.5 　

2019.06.24.~
2019.07.05.

스웨덴, 
노르웨이,핀란드 4 18 　

2019.06.24.~
2019.07.05.

스웨덴, 
노르웨이,핀란드,러시

아
15 67.5 　

2019.06.24.~
2019.07.05.

독일,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영국 등
5 22.5 　

2019.07.22.~
2019.07.31.

프랑스,스위스,이탈리
아 1 4.5 　

2019.06.24.~
2019.06.28.

2019년 해외벤처투어

싱가포르 4 6 　

2019.10.12.~
2019.10.19. 호주 6 9 　

2019.10.27.~
2019.10.31. 싱가포르 6 9 　

2019.11.02.~
2019.11.08. 호주 4 6 　

2019.11.02.~
2019.11.08. 터키 6 9 　

2019.11.02.~
2019.11.08. 싱가포르 4 6 　

2019.11.07.~
2019.11.13. 호주 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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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01,555 915 0.11 17 53,84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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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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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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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98,275 559,382 601,484 669,893 801,555

의회경비 761 792 818 749 915

의원 정수 16 16 16 17 1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4 0.14 0.11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543 49,529 51,140 44,031 53,84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9.11.14.~
2019.11.19.

2019년 칭다오 수입상품 박람회 
단체 참가 중국 1 1.3 　

2019.11.12.~
2019.11.16.

2019년 홍콩 국제미용전시회 
단체 참가 홍콩 1 1.7 　

2019.11.21.~
2019.11.29.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공무국외출장 캐나다 2 3.3 　

2019.05.10.~
2019.05.16.

남동구 관광벨트 구축과 향후 
주요정책에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유럽각국의 대응전략 탐구
오스트리아, 체코 1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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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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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4 17 2,56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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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43.6

2019.10.21.~
2019.10.27.

선진 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문화관광,도시재생,친환경분야

관련기관및현장시찰)

오스트리아, 
스위스

8
(3)    24 

2019.10.21.~
2019.10.28.

선진 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복지,보육,도시재생,도시경관분야

관련기관및현장시찰)
호주 7

(3)  19.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

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남동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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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 1,996 1,320 1,132 8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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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A)(명) 1,360 1,419 1,471 1,525 1,76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624 1,704 1,846 1,835 1,996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290 1,320

1인당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천원)

1,194 1,201 1,255 1,203 1,132

1인당기준액대비시행경비(D/C)(%) 80.02 80.5 84.11 93.26 85.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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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동구에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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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2 19,600 23.61

시설비 (401-01) 81,617 19,489 23.88

감리비 (401-02) 1,203 55 4.59

시설부대비 (401-03) 202 55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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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4,526 55,976 56,130 65,064 83,0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263 9,585 8,692 26,900 19,600

비율(B/A) 9.45 17.12 15.49 41.34 23.6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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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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당초)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2019.01.31.)

제1금고 신한은행 2019.01.01.~
2022.12.31 2,000 500 500 5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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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