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05,000 307,000 318,270 327,818 337,653 1,595,741 2.60%

자 체 수 입 12,050 12,485 12,933 13,394 13,870 64,732 3.60%

의 존 수 입 248,847 249,253 257,794 264,532 271,280 1,291,706 2.2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103 45,262 47,543 49,892 52,503 239,303 4.50%

세        출 305,000 307,000 318,270 327,818 337,653 1,595,741 2.60%

경 상 지 출 64,426 71,465 76,680 84,895 88,009 385,475 8.10%

사 업 수 요 240,574 235,535 241,590 242,923 249,644 1,210,266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개 6,331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 5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개 6,12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개 148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gender_budget

     (군정정보>재정정보>성인지예산서>2018년)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양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6,381 5,805 모델안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805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사회참여프로그램 40 계속사업

새마을경제과 문암리 새마을창고 벽체수리공사 8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대천1리 마을회관 폐품수집창고 신축 35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문암리(홈거리) 농로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청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칠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가천리 용수로 개체공사 20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화천2리 농로포장공사 10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섬촌리(큰들) 배수로 설치공사 10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문암리 배나무들 용배수로 보수공사 4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곡강리 저수지 보수공사 50 신규사업

새마을경제과 가로등 설치사업 50 계속사업

환경보전과 영양지구(입암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714 계속사업

환경보전과 클린하우스 시설확충 60 계속사업

농정과 농업인 소득 창출지원 14 계속사업

농정과 6차 산업 육성 70 계속사업

산림축산과 전통마을숲조성사업 200 신규사업

안전재난건설과 문암리(문상) 세천정비공사 100 신규사업

안전재난건설과 리도201호(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 신규사업

안전재난건설과 리도 201호(삼지1리) 진입로 정비공사 700 신규사업

안전재난건설과 군도8호선(가천리)도로 확포장공사 700 신규사업

안전재난건설과 교통시설물 확충 200 계속사업

미래전략사업추진단 기업체 유통비용지원 40 계속사업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716 계속사업

읍ㆍ면 하천변 수목정비 65 계속사업

읍ㆍ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 191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citizen_budget

     (군정정보>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양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7 60 146 139 264,300 239,700 24,600

기획감사실 1 2 9 7 5,516 12,120 △6,694

주민생활지원과 1 9 31 20 44,216 32,724 11,492

새마을경제과 1 7 16 16 38,925 20,435 18,490

문화관광과 1 4 14 7 12,006 11,964 42

환경보전과 1 6 14 13 26,391 28,712 △2,321

농정과 1 1 5 10 26,807 27,549 △742

산림축산과 1 3 5 6 9,048 9,132 △84

안전재난건설과 1 6 8 13 20,436 18,871 1,565

민원봉사과 1 3 7 6 828 1,070 △242

재무과 1 2 5 5 1,743 1,533 190

총무과 1 5 9 10 46,055 42,234 3,821

미래전략사업추진단 1 4 4 4 14,289 15,467 △1,178

보건소 1 1 5 7 4,735 4,494 241

농업기술센터 1 2 7 8 3,791 4,121 △330

의회사무과 1 1 2 2 665 630 35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1 2 3 3 3,181 2,529 652

시설관리사업소 1 2 2 2 961 1,188 △227

영양읍 0 0 0 0 1,173 1,203 △30

입암면 0 0 0 0 716 712 5

청기면 0 0 0 0 683 739 △56

일월면 0 0 0 0 665 483 △18

수비면 0 0 0 0 741 741 0

석보면 0 0 0 0 728 737 △9

(단위 : 개, 백만원)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result_plan

   (군정정보>재정정보>예산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67 67.31 19.02 30.8 48.31 318.8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영양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ㆍ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 40 0

부단체장 28 28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5 209 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1 5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5 0

의원국외여비 22 22 0

지방보조금 12,374 8,342 △4,03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1 401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만원 715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수당
(일반근무) 5만원

510

일직수당
(재택근무) 3만원

숙직수당
(월~목요일, 일요일 근무) 5만원

숙직수당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근무) 6만원

※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표시 사항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go.kr (참여소통>지방재정자료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입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40,000천원), 부단체장(28,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경상북도 책정금액(205,369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 의원수(7명), 기준액(43,400천원) 및 예결위 의원수(6명), 기준액(7,8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다등급 기준액 의장(30,000천원) 부의장(14,400천원) 예결위원장(700천원)

    의원국외여비 : 2,000천원/인(기준액 25%범위 내 자율조정, 예외 한도액 30%범위 내 추가편성)

    통리장 : 기본 200,000원/월,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반장 : 연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