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말 기준 조직운영 핵심 지표 (5대 지표)

1 예천군 공무원 정원

구    분 계 일반직 복지직 소방직 비고

예  천 군 670명 586명 84명 -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61명 661명 100명 - 33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739명 643명 96명 - 27개 군 평균

예천군 공무원 정원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일반직       ■ 복지직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3개 군
      기장, 달성, 강화, 울주,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칠곡,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27개 군
      강화,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2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구    분 정   원
과장급이상

상위직 인원
과장급이상

상위직 비율
비  고

예 천 군 670명 36명 5.4%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61명 42명 5.5% 33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739명 41명 5.5% 27개 군 평균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3개 군
      기장, 달성, 강화, 울주,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칠곡,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27개 군
      강화,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3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구    분 정   원 1인당 주민수 비  고

예 천 군 670명 81명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61명 105명 33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739명 87명 27개 군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3개 군
      기장, 달성, 강화, 울주,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칠곡,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27개 군
      강화,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 현장공무원 비율

구    분 정 원

시군구 정원
(읍면동 제외)

읍면동 정원
(본청･소속기관 등 제외) 비  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예 천 군 670명 473명 70.6% 197명 29.4%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61명 562명 73.9% 199명 26.1%
33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739명 541명 73.2% 198명 26.8%
27개 군 

평균

현장공무원 비율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시군구 정원(읍면동 제외)    ■ 읍면동 정원 (본청･소속기관 등 제외)

※ 현장공무원
   ① 시군구 정원 비율 : 전체정원 – 읍면동 정원
   ② 읍면동 정원 비율 : 전체정원 – 시군구 정원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3개 군
      기장, 달성, 강화, 울주,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칠곡,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27개 군
      강화,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5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구    분 인 건 비 세출결산액 인건비 운영비율 비  고

예 천 군 50,695백만원 432,694백만원 11.7%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55,791백만원 496,463백만원 11.2% 33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54,884백만원 471,548백만원 11.6% 27개 군 평균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3개 군
      기장, 달성, 강화, 울주,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칠곡,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27개 군
      강화,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예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