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

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양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45,000 353,000 362,000 371,000 379,000 1,810,000 2.40%

자 체 수 입 21,931 23,731 24,951 26,071 27,403 124,087 5.70%

이 전 수 입 283,831 284,797 287,515 293,104 298,193 1,447,440 1.2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238 44,472 49,534 51,825 53,404 238,473 8.00%

세 출 345,000 353,000 362,000 371,000 379,000 1,810,000 2.40%

경 상 지 출 47,022 47,607 48,393 49,181 49,470 241,673 1.30%

사 업 수 요 297,978 305,393 313,607 321,819 329,530 1,568,327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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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개    8,2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1,0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개 7,16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개 2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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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정보>재정정보>성인지예산서>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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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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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02 0 502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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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0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경제과 무창리 진입로 정비공사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안전과 면도 102호(계리) 포장덧씌우기공사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안전과 하천정비(갈대 제거) 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안전과 신호기(과속장비) 설치 및 교체 등 5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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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정보>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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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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7 65 152 151 301,000 280,000 21,000

기획예산과 1 2 2 7 6,559 7,045 -486
총무과 1 8 8 6 52,658 51,707 952

문화관광과 1 4 13 7 14,912 13,670 1,242
재무과 1 2 5 5 1,929 1,853 76

주민복지과 1 8 29 19 49,371 40,068 9,303
종합민원과 1 5 11 9 4,853 2,999 1,854
농업축산과 1 3 9 12 21,016 20,974 41
지역경제과 1 6 10 11 34,351 43,874 -9,524
유통일자리과 1 4 6 8 9,367 5,541 3,827
건설안전과 1 6 7 14 32,701 26,421 6,280
산림녹지과 1 1 1 4 13,854 11,731 2,123
환경보전과 1 7 16 16 36,738 32,777 3,961
보건소 1 1 5 7 5,856 5,372 484

농업기술센터 1 2 7 8 5,926 4,306 1,619
의회사무과 1 1 2 2 695 678 17

생태공원사업소 1 2 3 2 2,560 4,017 -1,457
문화시설사업소 1 3 4 4 2,328 2,205 123

영양읍 0 0 0 0 1,280 1,189 91
입암면 0 0 0 0 764 707 58
청기면 0 0 0 0 788 720 67
일월면 0 0 0 0 797 659 138
수비면 0 0 0 0 864 767 97
석보면 0 0 0 0 831 720 11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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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11 69.33 18.51 37.47 40.83 222.3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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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참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01,000 217  25 19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41,000 239,700 264,300 280,000 301,000

국외여비 총액
(B=C+D) 200 207 241 246 217

국외업무여비(C) 20 39 21 24 25

국제화여비(D) 181 168 220 222 192

비율 0.08% 0.09% 0.09% 0.09% 0.07%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5,100 2,372 0.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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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12,700 218,000 243,000 258,300 275,100

행사 축제경비 2,133 2,255 2,423 2,320 2,372

비율 1.00% 1.03% 1.00% 0.90% 0.86%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양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42 49 30 19 0.3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 67 68 68 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05 205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5 205 209 205 2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양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81 118 44 45 22 7 0.4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0 100 118 111 1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양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4,092 10,704 0.7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067 8,256 8,342 8,998 10,70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70 1,129 1.68

공무원 일 숙직비 1,077 56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00 562 0.93

☞ 영양군의 2020년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3만원(1인

당 평균)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도 함께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56백만원은 1일/1야당 50,000원 이내의 기준에서 숙직 

근무자 2명 당 366일, 일직 근무자 3명 당 115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대상인원

(A)의 경우 연간 일·숙직 근무자의 총 인원수로 표시 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리장 기본수당 월 300,000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

원(연 2회), 반장수당 연 50,000원을 기준으로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