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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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6 11,962

여성정책추진사업 15 1,03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8,84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2,08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정보공개/예산공개/지방재정공시/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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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04,479 - 1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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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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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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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45 135 100 304,479 293,797 10,682

기획감사실 1 5 9 7 18,553 9,893 8,661
주민생활지원과 1 4 17 11 43,906 43,229 677

총무과 1 3 7 8 46,760 41,962 4,798
재무과 1 2 4 4 2,104 1,871 233
공보과 1 3 7 5 10,158 11,850 -1,691

문화관광과 1 4 8 7 22,032 15,068 6,963
친환경농정과 1 1 6 8 39,261 33,414 5,847
새마을민원과 1 4 6 6 7,206 8,686 -1,480
환경산림과 1 3 19 7 14,401 18,898 -4,497

안전재난건설과 1 5 18 11 36,806 35,250 1,557
도시경관과 1 3 8 7 38,054 49,841 -11,788
의회사무과 1 2 6 7 702 686 16
보건의료원 1 2 15 8 8,687 8,566 121

농업기술센터 1 3 4 3 7,546 6,285 1,261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1 1 1 2,936 3,077 -141

청송읍 - - - - 731 721 10
부동면 - - - - 630 616 14
부남면 - - - - 620 600 20
현동면 - - - - 606 595 12
현서면 - - - - 693 657 36
안덕면 - - - - 661 641 21
파천면 - - - - 601 593 8
진보면 - - - - 823 800 2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정보공개/예산공개/지방재정공시/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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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68 65.62 16.34 31.33 51.23 185.3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보공개/예산공개/지방재정공시/재정운용상황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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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9,600 39,600 0

부단체장 27,500 27,5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5,129 184,000 -31,1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600 33,600 -7,00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480 37,800 -7,680

의원국외여비 21,700 21,700 0

지방보조금 13,487,369 11,395,100 -2,092,26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73,280 473,28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770,000 -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 50 50

-숙직 50 50
재택 30 3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나군 기준액 군수 39,600천원, 부군수 27,5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기준액 보다 절감 편성

통리장 : 기본 200,000원/월,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반장 : 연 50,000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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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계 3,868 -529

인건비 절감 59 180

지방의회경비 절감 33 37

업무추진비 절감 104 4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28 67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28 -3,19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56 1,775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40 -42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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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계 -1,605 83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3 78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5 -336

경상세외수입 확충 591 88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570 206

탄력세율 적용 -168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