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말 기준 조직운영 핵심 지표 (5대 지표)

1 예천군 공무원 정원

구    분 계 일반직 소방직 비고

예  천 군 648명 648명 -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25명 725명 - 34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682명 682명 - 36개 군 평균

예천군 공무원 정원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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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36개 군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철원, 옥천, 영동, 진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의성, 성주,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2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구    분 정   원
과장급이상

상위직 인원
과장급이상

상위직 비율
비  고

예 천 군 648명 35명 5.4%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25명 40명 5.5% 34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682명 37명 5.4% 36개 군 평균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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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36개 군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철원, 옥천, 영동, 진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의성, 성주,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3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구    분 정   원 1인당 주민수 비  고

예 천 군 648명 80명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25명 110명 34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682명 85명 36개 군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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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36개 군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철원, 옥천, 영동, 진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의성, 성주,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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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명 454명 70.1% 194명 29.9%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725명 530명 73.1% 195명 26.9%
34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682명 491명 72.0% 191명 28.0%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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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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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36개 군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철원, 옥천, 영동, 진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의성, 성주,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5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구    분 인 건 비 세출결산액 인건비 운영비율 비  고

예 천 군 47,987백만원 396,589백만원 12.1%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41,525백만원 328,898백만원 12.8% 34개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49,572백만원 422,720백만원 11.8% 36개 군 평균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예천군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

기구설치기준
동일 군 평균

※ 비교지자체 현황
   ① 인구 5만 이상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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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함안, 창녕, 고성, 거창

   ② 기구설치기준 동일 36개 군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철원, 옥천, 영동, 진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의성, 성주,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