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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영 양 군 수 (인)

◈ 영양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927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88억원)보다 46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4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65억원입니다.

◈ 영양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8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95%입니다.

◈ 영양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

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영양군의 재정은 자체수입은 

낮고 이전재원은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비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의 유치와 체납세 징수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yg.go.kr/www

/organization/finance_info/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관석(054-68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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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2,927 2,764 163 3,388 3,379 9

세 출 예 산 2927 2,764 163 3,388 3,379 9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1.81 11.67 0.14 14.37 14.49 △0.12

재 정 자 주 도 67.95 67.31 0.64 67.61 67.03 0.58

통 합 재 정 수 지 11 23 △12 20 25 △5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46 2.41 0.05 3.45 3.32 0.13

행 사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23.20 24.23 △1.03 39.73 41.33 △1.60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라)(강원도 -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 증평군, 단양군,

전라북도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 - 곡성군,

구례군, 진도군, 경상북도 -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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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영양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2,731 258,300 0 21,700 12,7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25,867 246,695 248,591 276,381 292,7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9,000 100.00 212,700 100.00 218,001 100.00 243,000 100.00 258,300 100.00

지 방 세 3,624 1.82 3,706 1.74 3,775 1.73 4,099 1.69 4,111 1.59

세외수입 5,355 2.69 5,008 2.35 5,424 2.49 5,782 2.38 6,265 2.43

지방교부세 115,000 57.79 114,000 53.60 122,720 56.29 132,700 54.61 142,500 55.17

조정교부금 등 2,500 1.26 2,016 0.95 2,500 1.15 2,500 1.03 2,500 0.97

보 조 금 60,009 30.16 67,838 31.89 63,057 28.93 79,434 32.69 82,788 32.05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12 6.29 20,132 9.46 20,525 9.42 18,485 7.61 20,136 7.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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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2,731 258,300 0 21,700 12,7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25,867 246,695 248,591 276,381 292,7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9,000 100.00 212,700 100.00 218,000 100.00 243,000 100.00 258,300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13,860 6.96 11,688 5.50 11,468 5.26 13,776 5.67 13,113 5.08

공공질서 및 안전 14,568 7.32 10,495 4.93 3,145 1.44 3,094 1.27 4,899 1.90

교   육 497 0.25 586 0.28 540 0.25 589 0.24 682 0.26

문 화  및  관 광 15,798 7.94 21,558 10.14 14,175 6.50 14,331 5.90 17,354 6.72

환 경 보 호 10,083 5.07 12,705 5.97 10,787 4.95 8,436 3.47 15,332 5.94

사 회 복 지 30,606 15.38 32,168 15.12 33,895 15.55 46,214 19.02 43,676 16.91

보   건 4,009 2.01 4,154 1.95 4,284 1.97 4,513 1.86 5,117 1.98

농 림 해 양 수 산 49,338 24.79 56,980 26.79 60,676 27.83 58,301 23.99 47,179 18.27

산업 중소기업 1,435 0.72 1,017 0.48 1,039 0.48 9,669 3.98 14,065 5.45

수 송  및  교 통 5,405 2.72 4,975 2.34 8,021 3.68 7,706 3.17 9,564 3.70

국토 및 지역개발 12,289 6.18 12,979 6.10 19,994 9.17 31,382 12.91 36,643 14.19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4,311 2.17 5,369 2.52 10,148 4.65 3,221 1.33 4,612 1.79

기   타 36,802 18.49 38,025 17.88 39,828 18.27 41,769 17.19 46,064 1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019년 영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6,284 329,531 13,247 4.19

영양군 276,381 292,731 16,350 5.92

공사 공단 36,288 32,540 △3,748 △10.33

출자 출연기관 3,615 4,260 645 17.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 공단(1개) : 영양고추유통공사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영양축제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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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2019년 영양군 지역통합재정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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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영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81
(4.02)

258,300
(258,300)

30,512
(10,376)

227,788
(227,788) 0 0

(20,13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0.80
(4.10)

13.56
(4.51)

13.63
(4.22)

11.67
(4.07)

11.81
(4.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양군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는 10% 초반이며 `15~`17년도는 10~13%대 수준으로 

유사 지자체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18년 이후 11%대로 하락하며 유사 지자체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하락요인은 자체세입의 감소가 아니라 총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노력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내륙에서 가장 적은 인구와 

전형적인 농촌지역 특성상 자체세입 재고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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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영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95
(60.15)

258,330
(258,330)

175,512
(155,376)

82,788
(82,788) 0 0

(20,13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9.84

(63.56)
68.11

(58.64)
71.07

(61.66)
67.31

(59.70)
67.95

(60.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양군 재정자주도는 60% 후반에서 70% 초반으로 변동폭은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의 확보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영양군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면서 동시에 재정자주도 

지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보인다.
☞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자체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재원임에도 군비로 편성되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사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회복지수요 등 행정수요 변화가 교부세

제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적은 영양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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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

나지 않아 흑 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영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6,212 269,440 50 50 0 24,352 269,440 △23,229 1,123

일반회계 238,164 247,897 0 0 0 20,136 247,897 △9,733 10,403

기타
특별회계

7,839 21,017 50 50 0 4,216 21,017 △13,178 △8,96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08 527 0 0 0 0 527 △318 △31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5,249 △22,385 △22,199 △20,443 △23,229

통합재정수지 2 1,230 1,471 2,937 2,268 1,123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영양군 통합재정수지2는 11억원 흑자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재정운용상황은 건전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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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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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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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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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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9년 영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755 2,122

인건비 절감 23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42 36

업무추진비 절감 54 6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13 -71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87 2,71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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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84 -39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3 56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8 -175

경상세외수입 확충 34 3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53 -315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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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영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영양군이 지방재정확대 우수자치단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

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지방재정확대

추경 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에서 군단위 

라그룹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