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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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5,939

여성정책추진사업 6 9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4,74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85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양군은 모델 1을 채

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41,000 1,147 모델안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47

지역개발과 황용지 저수지 준설사업 30 신규사업

기획감사실
신호기 부착 속도 및 신호위반 무인 

단속기 설치
240 신규사업

환경보전과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물탱크 교체 45 계속

환경보전과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208 계속

문화관광과 명품문화공연 40 계속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 46 신규

기획감사실 중학생영어체험학습지원 28 계속

기획감사실 우수외래강사지원 510 계속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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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6 60 148 131 241,000 223,500 17,500

기획감사실 1 7 16 15 12,138 11,447 691

주민생활지원과 1 10 33 22 30,494 29,017 1,476

지역개발과 1 6 12 9 31,674 25,334 6,340

문화관광과 1 4 14 7 19,754 12,735 7,019

환경보전과 1 5 14 11 38,062 31,438 6,623

농정과 1 1 5 9 22,824 20,419 2,404

산림축산과 1 4 6 8 11,696 11,410 287

안전재난건설과 1 6 9 9 14,706 19,317 -4,610

민원봉사과 1 3 6 5 826 667 159

재무과 1 2 5 5 27,205 27,022 183

총무과 1 4 9 9 13,771 14,889 -1,118

보건소 1 1 5 7 4,309 4,246 63

농업기술센터 1 2 7 8 4,022 4,831 -809

의회사무과 1 1 2 2 627 556 71

자연생태공원관리
사업소 1 2 3 3 2,508 3,731 -1,223

시설관리사업소 1 2 2 2 1,639 1,466 173

영양읍 0 0 0 0 1,182 1,217 -35

입암면 0 0 0 0 709 780 -71

청기면 0 0 0 0 719 755 -35

일월면 0 0 0 0 650 708 -59

수비면 0 0 0 0 746 739 6

석보면 0 0 0 0 741 776 -3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기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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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56% 68.11% 15.12% 30.05% 47.21% 324.94%

▸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책사업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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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

비

단체장 39.6 39.6 0

부단체장 27.5 27.5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5 205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8 38 0

의원국외여비 22 22 0

지방보조금 11,168 8,067 △3,10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1,350 401,3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65천원 689천원 △276

공무원 일 숙직비 5만원
일직,숙직5만원
재택숙직 3만원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군은 지방보조금을 한도액보다 31억원을 낮게 편성하였으며, 그 외 모든 기준

경비를 기준액에 맞춰 편성하여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19 △239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54 219

인건비 절감 0 4

지방의회경비 절감 49 27

업무추진비 절감 41 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75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22 105

지방청사 관리․운영 1,186 79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4 △239

지방세 징수율 제고 △38 △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1 △212

경상세외수입 확충 307 10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9 △19

탄력세율 적용 △132 △111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09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술용역 공동계약 부적정 209백만원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양군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