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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는 영양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78,000 388,000 394,000 403,000 411,000 1,974,000 2.10%

자 체 수 입 20,781 21,056 21,192 21,418 21,419 105,864 0.80%

이 전 수 입 267,009 276,323 280,551 288,618 296,415 1,408,917 2.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210 90,621 92,257 92,964 93,166 459,219 0.80%

세 출 378,000 388,000 394,000 403,000 411,000 1,974,000 2.10%

경 상 지 출 71,110 73,557 89,873 91,479 92,508 418,526 6.80%

사 업 수 요 306,890 314,443 304,127 311,521 318,492 1,555,474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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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2,73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505

성별영향평가사업 19 1,22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gender_budget)

(군정정보>재정정보>성인지예산서>2022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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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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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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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영양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40 0 0 1 40 0 0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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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

가곡리(금마래길) 가로등 수리 및 도로

포장
4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citizen_budget)

 (군정정보>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사업)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사 업 명 가로등 수리 및 도로포장

제 안 자 ㅇㅇ면 조ㅇㅇ

사업위치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길 입구

필 요 성
(현행 문제점)

-ㅇㅇ면 ㅇㅇㅇ길 입구(저온저장고 근처) 빈공터에 잡초나 나무가 
많이 커서 평탄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저온창고 근처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
-ㅇㅇㅇ길 입구에 도로포장이 필요

사업내용
- 평탄작업 필요
- 가로등 수리 필요
- ㅇㅇㅇ길 입구 도로포장 필요

기대효과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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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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7 61 148 146 345,600 314,100 31,500
기획예산실 1 2 8 7 11,071 7,055 4,016
자치행정과 1 7 15 16 53,863 49,781 4,081
재무과 1 2 5 5 3,970 5,271 Δ 1,301

주민복지과 1 8 29 19 56,961 52,271 4,690
종합민원과 1 5 11 9 3,542 3,979 Δ 437
농업축산과 1 3 9 10 20,981 18,375 2,606
유통지원과 1 3 5 5 12,870 11,091 1,780
문화관광과 1 4 13 7 14,410 12,670 1,740
산림녹지과 1 1 1 4 13,401 13,671 Δ 270
경제일자리과 0 2 4 9 12,490 15,538 Δ 3,048
건설안전과 1 5 5 12 30,256 23,814 6,442
지역개발과 1 3 6 6 31,137 34,737 Δ 3,600
환경보전과 1 7 16 15 55,317 44,070 11,247
의회사무과 1 1 2 2 758 711 47
보건소 1 1 5 6 6,761 6,157 604

농업기술센터 1 2 7 8 5,722 4,668 1,054
문화시설사업소 1 3 4 4 1,938 1,968 Δ 29
생태공원사업소 1 2 3 2 4,385 2,706 1,679

영양읍 0 0 0 0 1,508 1,361 147
입암면 0 0 0 0 840 828 12
청기면 0 0 0 0 827 847 Δ 19
일월면 0 0 0 0 817 775 42
수비면 0 0 0 0 890 878 12
석보면 0 0 0 0 885 87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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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02 65.87 18.92 37.47 41.47 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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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45,600  27 9  18  0.0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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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264,300 280,000 301,000 314,100 345,600
국외여비 총액
(B=C+D) 241 246 217 77 27

국외업무여비(C) 21 24 25 9 9
국제화여비(D) 220 222 192 68 18

비율 0.09% 0.09% 0.07% 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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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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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00 1,945 0.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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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243,000 258,300 275,100 284,200 308,000

행사 축제경비 2,423 2,320 2,372 2,035 1,945

비율 1.00% 0.90% 0.86% 0.7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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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양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49 132 30 19 83 88.7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8 68 49 124 13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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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0 210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9 205 205 205 2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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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양군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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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118 44 45 22 7 90.4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8 111 118 118 1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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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양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16,436 13,057 13,057 0 79.4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8,342 8,998 10,704 11,242 13,057

한도 내 8,342 8,998 10,704 11,242 13,057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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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0 1,168,920 1,624

공무원 일 숙직비 1,054 54,200 5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00 562,450 937

☞ 영양군의 2022년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1인당

평균)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도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53백만원은 1일/1야당 50,000원 이내의 기준에서 숙직 

근무자 2명 당 365일, 일직 근무자 3명 당 113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대상인원

(A)의 경우 연간 일·숙직 근무자의 총 인원수로 표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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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회), 반장수당 연 50,000원을 기준으로 통장·이장·반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