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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영양군은 본 회계연도의 ‘자연과 인간문화의 창조도시 영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6개)-정책사업목표(59개)-단위

사업(14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영양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6 59 144 6 102 36 252,158 246,538 5,620

기획감사실 1 2 8 0 7 1 1,862 1,650 212

주민생활지원과 1 9 30 3 18 9 32,813 29,879 2,934

새마을경제과 1 7 16 0 9 7 26,262 25,341 920

문화관광과 1 4 14 0 14 0 17,343 14,115 3,228

환경보전과 1 6 15 1 12 2 34,050 44,551 △10,502

농정과 1 1 5 0 2 3 28,030 25,754 2,276

산림축산과 1 3 5 0 5 0 9,887 8,953 933

안전재난건설과 1 6 7 0 5 2 22,804 21,112 1,692

민원봉사과 1 3 7 0 6 1 1,165 864 301

재무과 1 2 5 0 4 1 1,624 26,088 △24,463

총무과 1 5 10 1 8 1 39,813 14,578 25,234

미래전략사업추진단 1 3 3 0 3 0 17,181 13,809 3,372

보건소 1 1 5 0 1 4 4,775 4,955 △180

농업기술센터 1 2 7 1 4 2 4,029 3,915 114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1 2 3 0 2 1 1,767 2,629 △862

시설관리사업소 0 2 2 0 2 0 1,094 1,360 △266

의회사무과 1 1 2 0 0 2 540 547 △7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9-1-1.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세요.

☞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클릭)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28,618 1,600,294 71,677

부채 총계 9,946 9,020 △926

비용 총계 178,522 176,369 △2,152

수익 총계 241,640 248,831 7,19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9-2-1.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찾아보세요.

☞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클릭)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00 77.69 100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0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00 12.4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2.00 3.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00 11.1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7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8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5.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3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finance/2018_new/2018_closing

(9-3-1.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영양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7.46% 7.89% 8.53%
2. 경상수지비율 57.57% 65.03% 64.57%
3. 관리채무비율 0.75% 1.46% 1.25%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8.22% 16.72% 15.23%
5. 통합유동부채비율 12.52% 6.44% 5.58%
6. 공기업부채비율 71.14% 13.45% 8.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92% -3.01% -1.58%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40% 5.60% 3.1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46% 9.49% 9.04%

9. 경상세외수입비율 0.67% 1.19% 1.12%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8% 7.54% 5.03%

10. 지방세징수율 94.56% 95.47% 95.74%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85% 1.0044% 1.010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3% 0.48% 0.2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5.29% 21.12% 16.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7% 0.52% 0.35%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9.03% 21.62% 11.8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1.0719% 1.0000%
14. 지방보조금비율 6.60% 8.56% 8.5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36.79% -21.70% -20.72%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22% 1.70% 0.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8.35% 98.00% 21.4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35.88% 16.06% 14.05%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21.80% 18.11% 19.2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88% 0.99%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2.05% -6.64% -4.6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51.29% 3.10% 9.85%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역통계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부예산 규모의 증가와 정부추경의 확대로 245

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설명 등 지속적인

확보노력으로 16억원 증가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로 5억원 증가

함에 따라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됨.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가 경상수지비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을 위한 분배적 성격의 재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영양고추유통공사의 부채는 164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약 59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전년도 113.92%에서 71.14%로 감소하여 긍정적이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45%와 비교

하면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기업부채비율 감소의 주요원인은 단기

차입금이 2016년 158억원에 비해 2017년 100억원으로 58억원 감소한 것에 따름. 공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영양고추유통공사의 홍고추 수매사업을 위한 자본금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영양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117 4,697 91.79%

여성정책추진사업 122 114 93.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43 4,368 92.08%

자치단체 특화사업 252 215 85.31%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9-6-1. 성인지 결산서를 참조하세요 ☞ (성인지 결산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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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영양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집행액 1천만원 미만

건

수
총원가 순원가

건

수
총원가 순원가

건

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

(‘16)
37 1,994,168 1,972,168 19 1,897,859 1,875,859 18 96,309 96,309

전년도

(‘15)
45 2,408,566 2,365,566 24 2,289,179 2,246,179 21 119,387 119,387

증감 △8 △414,398 △393,398 △5 △391,320 △370,320 △3 △23,078 △23,07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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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영양고추 H.O.T 
Festival

2017.09.04.~
2017.09.06.

개막식, 무대행사, 도 농상생 
한마당, 문화행사, 시민참여행사, 
농 특산물 전시 및 판매 등

387,125 0 387,125 농정과 054-680
-6381

2 ② 영양고추 홍보 
프로모션

2017.08.16.~
2017.08.31.

영양고추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고추를 투명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증정
영양고추 및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배부

16,000 0 16,000 농정과 054-680
-6381

3 ② 영양산나물축제 2017.05.11.~
2017.05.14.

산나물채취체험, 1219인분 산채비
빔밥 만들기, 산채가장행렬, 별이 
빛나는 밤(콘서트), 국민건강생활
체조경연대회 등

440,000 0 440,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2

4 ② 빛깔찬영양김장
축제

2017.11.14.~
2017.11.19.

축하콘서트, 김장담그기 체험, 
각종 체험전시 행사, 농․특산물 
판매, 김장나눔, 김장마켓, 영양
음악다방, 김치먹거리 등

145,400 0 145,4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2

5 ④ 지훈예술제 2017.05.13.~
2017.05.14.

문학행사, 백일장, 전시, 체험, 
공연 등 110,000 0 110,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32

6 ④ 문향골문학캠프 2017.07.29.~
2017.07.30.

제13회 문향골 문학캠프 개최
(문학강좌, 백일장 및 시화그리
기, 시낭송, 문학예술공연)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7 ④
시화전시 및
문학의밤

2017.12.05.~
2017.12.15.

시화전시 및 문학의 밤 개최
(회원작품 전시, 영양문학 제31집 
발간 축하 리셉션)

1,800 0 1,8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8 ④ 일월산맥전 2017.11.10.~
2017.11.19. 제25회 일월산맥전 개최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9 ④ 오일도백일장 2017.10.21.~
2017.10.21. 오일도시인추모백일장 개최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10 ④
영양 서예인 
연합 전시회

2017.10.24.~
2017.10.29. 영양 서예인 통합 전시회 개최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11 ③

축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및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2017.10.27.~
2017.10.29.

축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및 동호
인클럽 축구대회(경북리그) 개최 1,800 0 1,8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2 ③
영양군민체육
대회

2017.09.19.~
2017.09.19. 영양군민체육대회 개최 270,000 0 270,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3 ③
영양군체육회
장기 축구대회

2017.06.14.~
2017.06.21. 영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10,800 0 10,8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4 ③ 일월산전국오픈
탁구대회

2017.11.30.~
2017.12.06. 일월산전국오픈 탁구대회 개최 22,887 10,000 12,887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5 ④ 명품문화 공연 2017.01.01.~
2017.12.31.

음악디미방 콘서트, 일루션 매직쇼 
마술공연, 한겨울밤의 콘서트 37,860 0 37,860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16 ③ 도농악경연대회 
지원

2017.10.25.~
2017.10.25.

제25회 경상북도풍물대축제 참가 
경비 지원 3,914 0 3,914

문화
관광과

054-680
-6411

17 ③
경북도민체육
대회 지원

2017.04.28.~
2017.05.01. 경북도민체육대회참가지원 186,655 10,000 176,655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8 ③ 경북장애인체육
대회 지원

2017.04.27.~
2017.04.27. 경북장애인체육대회참가경비지원 9,360 0 9,36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19 ③ 어르신체조대회 
지원

2017.06.19.~
2017.06.23. 어르신체조대회 참가 경비 지원 6,000 0 6,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0 ③
각종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

2017.04.12.~
2017.12.05.

각종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참가
경비

2,969 0 2,969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1 ③
경북도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2017.09.08.~
2017.09.10.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 38,774 0 38,774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2 ③ 축구인의밤행사 2017.12.13.~
2017.12.15. 축구인의밤 행사 및 시상식 2,400 0 2,4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3 ③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
대회 지원

2017.04.28.~
2017.04.29.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지원 1,683 0 1,683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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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4 ③
영양군체육회
장기 종목별 
대회

2017.06.01.~
2017.10.31.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게이트볼  체육
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경비 
지원

29,400 0 29,400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5 ③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 지원

2017.04.12.~
2017.09.24.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댄스스포츠,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볼링,  야구, 축구, 
합기도 , 골프, 족구 등

18,137 0 18,137
문화
관광과

054-680
-6453

26 ④
농심회복의 
골부리축제

2017.07.08.~
2017.07.08.

개막식, 금골부리잡기참가, 재능
나눔공연, 삼굿 먹거리 맛보기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2

27 ⑥
제1회 
송년의 밤, 
별빛캠핑축제

2017.12.31.~
2018.01.01.

천문대 별자리 찾기, 포토락 요리
대회, 소등이벤트, 목공예체험 등 1,800 0 1,8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2

28 ④
여중군자 
장계향 
문화축전

2017.10.28.~
2017.10.29.

개막식(음식디미방 잡채비빔밥 퍼
포먼스), 안동MBC 즐거운 트로트
세상 공개방송, 음식디미방 쿠킹쇼
(전복찜), 여중군자 장계향 교육 
강연 등

100,000 0 100,000
문화
관광과

054-680
-6412

29 ③
건강체조경연
대회

2017.05.12.~
2017.05.12.

마을단위별 농한기동안 건강체조 
실시한 결과를 산나물축제기간 중 
발표함

19,084 0 19,084 보건소 054-680
-5142

30 ③
아기탄생기념
나무행사

2017.04.22.~
2017.04.22. 탄생기념나무심기, 이름표찰달기 8,715 0 8,715 보건소 054-680

-5155

31 ②
축산물소비
촉진행사

2017.05.11.~
2017.05.13.

제13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 중 
한우소비촉진 행사 지원 15,000 2,000 13,000

산림
축산과

054-680
-6661

32 ④ 반딧불이날리기
행사

2017.08.26.~
2017.08.26.

반딧불이 탐사 체험
맨손 은어잡기 체험
가족 소망풍등날리기 체험
목공예체험 및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4,700 0 4,700

자연
생태
공원
관리
사업소

054-680
-5331

33 ①
청소년 스키
캠프

2017.02.01.~
2017.02.03.

스키 및 보드 강습, 체험
문화공연 관람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16,736 0 16,736

자연
생태
공원
관리
사업소

054-680
-5324

34 ①
반딧불이 체험
청소년캠프

2017.06.14.~
2017.06.16.

챌린지어드밴처코스 체험, 서바
이벌 게임, 한마음 명랑운동회, 
생태 숲 체험
천문대 체험, 장기자랑, 캠프
화이어, 자연정화활동

5,668 0 5,668

자연
생태
공원
관리
사업소

054-680
-5324

35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07.21.~
2017.07.21.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문화행사
(보조금) 8,500 0 8,500

주민
생활
지원과

054-680
-6281

36 ①
청소년 
어울마당

2017.12.21.~
2017.12.21.

청소년 폭력추방 결의대회
청소년 어울마당(장기자랑 대회, 
연예인 초정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19,000 0 19,000
주민
생활
지원과

054-680
-6282

37 ③
영양군 이장
가족 생활체육
대회

2017.06.13.~
2017.06.13.

이장가족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등

15,000 0 15,000 총무과 054-680
-6922

(단위 : 건, 천원)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9-7-1.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를 참조하세요. ☞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클릭)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9-7-2.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를 참조하세요. ☞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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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영양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95건 92,987 888건 16,971 49.47% 18.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74건 608건 726건 829건 888건

금액 12,387 11,984 14,026 15,439 16,97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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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경상북도 재정공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b.go.kr/open_contents/section/finace)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70,200 93,600 83,100 48.82% 88.78%

9-14. 감사결과

우리 영양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