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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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2,078 325,594 331,149 339,429 351,721 1,669,971 2.20

자 체 수 입 15,034 15,371 15,751 16,190 16,676 79,022 2.60

이 전 수 입 259,105 261,229 265,849 273,134 282,385 1,341,702 2.2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940 48,995 49,550 50,105 52,660 249,250 2.40

세        출 322,078 325,594 331,149 339,429 351,721 1,669,971 2.20

경 상 지 출 70,407 79,562 80,996 82,240 84,803 398,008 4.80

사 업 수 요 251,670 246,031 250,153 257,189 266,918 1,271,961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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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양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6,8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6,6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4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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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정보>재정정보>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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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양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92,731 0 6,827 5,674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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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50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경제과 입암면 도수로정비 및 농로진입로 30 신규사업

기획예산과 영양군 홍보 강화 94 계속사업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증진 요청 38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마을안길정비 및 취락시설 확충 76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노후된 농수로 정비 240 계속사업

유통일자리과 일자리 사업 발굴 요청 182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사각지 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1,80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도로변 주변 가로등 확대 설치 85 계속사업

환경보전과 노후 상수도관 확충 및 교체 1,880 계속사업

환경보전과 하수도 정화시설 1,400 계속사업

유통일자리과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 81 계속사업

농업축산과 6차 가공산업 활성화 37 계속사업

유통일자리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강화 100 계속사업

유통일자리과 영양군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마련 1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경제과 문암리 새마을창고 벽체수리공사 150 신규사업

농업축산과 채소류비가림 하우스설치지원 231 계속사업

건설안전과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525 계속사업

유통일자리과 영양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100 신규사업

건설안전과 하천유지보수 1,000 계속사업

주민복지과 무학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50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청기면 소재지 개발 방안 마련 1,368 계속사업

건설안전과 도곡-오리간 도로개설 500 계속사업

건설안전과 리도 201호(구매) 선형개량공사 400 신규사업

건설안전과 군도2호선(산해2~산해4) 급커브 구간 
선형개량 500 신규사업

농업축산과 과수박스 지원 수량 확대 75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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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정보>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



2019년 영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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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

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7 59 146 141 280,000 264,300 15,700

기획감사실 1 2 9 7 7,353 5,516 1,838
주민생활지원과 1 9 31 20 40,400 44,216 △3,815
새마을경제과 1 7 17 17 46,523 38,925 7,598
문화관광과 1 4 14 7 14,793 12,006 2,786
환경보전과 1 7 16 15 32,777 26,391 6,386
농정과 1 1 5 10 23,168 26,807 △3,638

산림축산과 1 3 5 6 9,925 9,048 876
안전재난건설과 1 6 7 14 26,421 20,436 5,986
민원봉사과 1 3 7 6 1,549 828 722
재무과 1 2 5 5 1,853 1,743 110
총무과 1 4 8 10 48,649 46,055 2,594

미래전략사업추진단 1 3 3 3 6,371 14,289 △7,917
보건소 1 1 5 6 5,372 4,735 637

농업기술센터 1 2 7 8 4,306 3,791 516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 1 2 3 3 4,017 3,181 836

시설관리사업소 1 2 2 2 1,082 961 121
의회사무과 1 1 2 2 678 665 13
영양읍 0 0 0 0 1,189 1,173 15
입암면 0 0 0 0 707 716 △10
청기면 0 0 0 0 720 683 37
일월면 0 0 0 0 659 665 △6
수비면 0 0 0 0 767 741 26
석보면 0 0 0 0 720 728 △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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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정보>재정정보>예산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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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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

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1 67.95 16.91 29.84 48.28 344.7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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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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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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7

40
△13부단체장 28

기타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5 205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3

44

△1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의원국외여비 22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7

지방보조금 13,108 8,998 △4,11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1 401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만원 1,102

공무원 
일 숙직비

일직수당
(일반근무) 5만원

569

일직수당
(재택근무) 3만원

숙직수당
(월~목, 일요일 근무) 5만원

숙직수당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근무)
6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건전재정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향상을 위해 전년도와 동결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경상북도 기준액 통보(205백만원), 동결
 ☞ 의정운영 공통경비 : 기준액(56백만원), 예산편성액(44백만원), 의원수(7명), 예결위(6명)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기준액(47백만원), 의장(30백만원) 부의장(14.4백만원) 

예결위원장(0.7백만원)
    의원국외여비 : 기준액 23백만원, 예산편성액 22백만원
    의원역량개발비 : 기준액 7백만원, 예산편성액 7백만원
 ☞ 통리장 : 기본 200,000원/월,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반장 : 연 50,000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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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80,000 246  24 222 0.09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23,500 241,000 239,700 264,300 280,000

국외여비 총액
(B=C+D)

266 200 207 241 246

국외업무여비
(C)

18 20 39 21 24

국제화여비
(D)

248 181 168 220 222

비율 0.12 0.08 0.09 0.0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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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58,300 2,320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199,000 212,700 218,000 243,000 258,300

행사 축제경비 2,461 2,133 2,255 2,423 2,320

비율 1.24 1.00 1.03 1.00 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