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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승인요청승인요청 승인 공개여부공개여부 공개 참여대상참여대상 제한없음 결과표시결과표시 설문 종료 후 공
개

설문기간 : 2015-08-05 07:00~ 2015-08-24 18:00

2016년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조사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불
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중앙지원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
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분야별로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 일방적인 재원배분 방식을 선
택하기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요구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여러분들의 다양
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영 양 군 수

응답자성향 1번응답자성향 1번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필수)(필수)
 남성   여성

응답자성향 2번응답자성향 2번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필수)(필수)
 19세 미

만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세 이

상

1번 설문1번 설문 2016년도 예산 편성 및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필(필
수)수)

 인재양성과 교육사업 분야(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경제 활성화(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등)

 농업혁신과 농촌활성화(브랜드 육성, 소득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주택
등)

 재난․재해 분야(재난발생 위험지구 개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2번 설문2번 설문 2016년도 예산 편성 및 향후 5년간(중기지방재정 계획) 종전보다 투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필수)(필수)
 인재양성과 교육사업 분야(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경제 활성화(기업유치, 고용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등)
 농업혁신과 농촌활성화(브랜드 육성, 소득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주택

등)
 재난․재해 분야(재난발생 위험지구 개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한글파일

 2016년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조사.hwp 557 hit/ 32.0 KB DOWNLOAD

한글파일

 예산반영사업 주민의견서.hwp 390 hit/ 11.5 KB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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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olicy_debate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olicy_debate/ongoing_survey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28839/2016%25EB%2585%2584%20%25EC%25A3%25BC%25EB%25AF%25BC%25EC%25B0%25B8%25EC%2597%25AC%20%25EC%2598%2588%25EC%2582%25B0%25ED%258E%25B8%25EC%2584%25B1%20%25EC%2584%25A4%25EB%25AC%25B8%25EC%25A1%25B0%25EC%2582%25AC.hwp?pkey=HMPqk3ANt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28839/2016%25EB%2585%2584%20%25EC%25A3%25BC%25EB%25AF%25BC%25EC%25B0%25B8%25EC%2597%25AC%20%25EC%2598%2588%25EC%2582%25B0%25ED%258E%25B8%25EC%2584%25B1%20%25EC%2584%25A4%25EB%25AC%25B8%25EC%25A1%25B0%25EC%2582%25AC.hwp?pkey=HMPqk3ANt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28840/%25EC%2598%2588%25EC%2582%25B0%25EB%25B0%2598%25EC%2598%2581%25EC%2582%25AC%25EC%2597%2585%20%25EC%25A3%25BC%25EB%25AF%25BC%25EC%259D%2598%25EA%25B2%25AC%25EC%2584%259C.hwp?pkey=HMPqk3ANt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28840/%25EC%2598%2588%25EC%2582%25B0%25EB%25B0%2598%25EC%2598%2581%25EC%2582%25AC%25EC%2597%2585%20%25EC%25A3%25BC%25EB%25AF%25BC%25EC%259D%2598%25EA%25B2%25AC%25EC%2584%259C.hwp?pkey=HMPqk3ANt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olicy_debate/ongoing_survey?mode=result&idx=11


3번 설문3번 설문 교육사업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해외연수 등 글로벌 인재양성 사

업
 유명강사 초청 지

원
 저소득층․농촌자녀 지

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

원
 지역 우수고 육성 지

원

4번 설문4번 설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재래시장 활성

화
 중소기업 지

원
 소상공인 지

원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

출
 기업유치 및 지방 산업단지 조

성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

충

5번 설문5번 설문 농업혁신사업으로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농업 전문 인력 육

성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확

충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

성
 다양한 소득원 개발(체험마을, 특산품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확

충
 귀농 농업인 정착 지

원
 6차 산업 육성 지

원

6번 설문6번 설문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영양관광을 위해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

화
 관광기반시설 확

충
 문화 축제 사업 확

대
 국제대회 유치 및 스포츠산업 육

성
 문화재 관리 및 개

발

7번 설문7번 설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노인 복지사업 지

원
 저출산 대비 보육사업 지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

원
 청소년 및 여성복지사업 지

원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지원 사

업

8번 설문8번 설문 재난․재해 분야에서는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위험지구 개

선
 장애인, 저소득층 재난 취약계층 지

원
 재난현장 대응인력 및 전문 인력 육

성
 재난․재해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 소방장비 등 투자 확

대
 군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

영

9번 설문9번 설문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적으로 투자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마을 상․하수도 설치 및 보

수
 도시계획도로 정

비
 노후수리시설 정

비
 도로 확․포장 및 교통 편의시설 확

대
 소규모 하천정

비
 재래시장 활성화 지

원

10번 설문10번 설문 귀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중앙지원예산 확

보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

충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

력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

정

11번 설문11번 설문 귀하는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필수)(필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
비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
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
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신규투
자

12번 설문12번 설문 귀하는 그 동안 우리 군에서 편성해 온 예산이 필요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필수)
영양군청(https://www.yyg.go.kr)



설문이 종료되었습니
다.

 매우 그렇
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보
통)

 그렇지 않
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3번 설문13번 설문 2016년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 있어 꼭 반영되기를 원하는 사업 및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
다.
* 대상사업 :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특색산업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별지 주민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4번 설문14번 설문 우리군이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낭비 또는 시정해 주었으면 하고 느끼신 사항과 예산의 효율적 절감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
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15번 설문15번 설문 귀하의 성별은? (필수)(필수)
 남  여

16번 설문16번 설문 귀하의 연령은? (필수)(필수)
 20대 이

하  30대  40대  50대  60대

17번 설문17번 설문 귀하의 직업은? (필수)(필수)
 농․축산업  공무원  주부  자영업  학생  기타

18번 설문18번 설문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필수)(필수)
 읍지역  면지역  기타지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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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olicy_debate/ongoing_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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