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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성군 재정공시(예산)

2015. 2. 의성군수(인)

◈ 우리 군의 ‘15년도 살림규모 (세입예산 )는 4,640억원으로 , 전년 

예산대비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554억원)

보다 1,08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79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688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3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52%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8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의 침체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중앙지원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허우석(054-83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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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의성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464,021 430,972 33,049 355,443 341,845 13,599

세 출 예 산 464,021 430,972 33,049 355,443 341,845 13,599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7.39 6.05 1.34 11.64 11.41 0.23

재 정 자 주 도 60.52 63.53 △3.01 57.48 58.38 △0.90

통 합 재 정 수 지 489 230 259 2,981 2,990 △9

③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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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의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021 405,200 33,000 24,800 1,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67,875 401,844 417,105 430,972 464,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0 100 3,517 100 3,650 100 3,850 100 4,052 100

지 방 세 161 4.96 171 4.86 178 4.88 162 4.22 176 4.35

세외수입 203 6.26 198 5.62 203 5.55 70 1.83 123 3.04

지방교부세 1,176 54.65 1,944 55.26 2,104 57.64 2,168 56.31 2,108 52.02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40 1.23 40 1.14 56 1.53 45 1.17 45 1.11

보 조 금 1,069 32.90 1,165 33.12 1,109 30.39 1,144 29.72 1,300 32.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60 6.75 300 7.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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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의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021 405,200 33,000 24,800 1,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67,875 401,844 417,105 430,972 464,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0 100 3,517 100 3,650 100 3,850 100 4,052 100

일반공공행정 194 5.96 207 5.87 204 5.60 223 5.78 206 5.08

공공질서 및 안전 141 4.34 166 4.71 202 5.53 129 3.34 172 4.23

교  육 17 0.52 18 0.51 20 0.54 15 0.40 27 0.66

문화 및 관광 193 5.93 262 7.44 217 5.94 223 5.79 210 5.17

환경보호 230 7.07 302 8.06 270 7.39 282 7.33 379 9.36

사회복지 535 16.45 595 16.93 626 17.16 768 19.95 836 20.64

보  건 46 46 44 1.26 52 1.44 62 1.62 69 1.69

농림해양수산 847 847 886 25.19 855 23.42 867 22.53 909 22.45

산업･중소기업 37 37 13 0.38 19 0.51 26 0.69 16 0.40

수송 및 교통 158 4.85 161 4.57 198 5.42 169 4.38 202 4.98

국토 및 지역개발 227 6.98 200 5.70 259 7.09 276 7.18 290 7.16

과학기술 0 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1 1.89 75 2.13 72 1.98 116 3.00 77 1.89

기  타 566 17.41 588 16.73 657 17.99 694 18.02 660 16.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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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506,383 546,230 559,189 595,780 604,992 2,812,574 4.50

자 체 수 입 37,853 38,859 39,973 41,126 42,314 200,125 2.80

의 존 수 입 392,385 422,395 441,116 467,457 477,700 2,201,053 5.0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144 84,975 78,099 87,197 84,978 411,393 2.80

② 세        출 506,383 546,230 559,189 595,780 604,992 2,812,574 4.50

경 상 지 출 113,070 123,892 119,094 130,284 130,241 616,581 3.60

사 업 수 요 393,313 422,338 440,095 465,497 474,751 2,195,994 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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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의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7.39 405,200 29,948 345,252 0 3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1.22 10.49 10.44 6.05 7.39

최종예산 11.28 12.09 12.71 7.24 -

※ 2014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220)이었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등의 세입

목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목(700)으로 분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전국공통사항)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17.03 
16.4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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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특성상 자체세입원의 확대가 어렵고 중앙이나 도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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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의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52 405,200 245,219 129,981 0 3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7.10 66.88 69.61 63.53 60.52

최종예산 68.73 70.66 71.87 64.46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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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세입 중 용처가 지정되어 집행하는 보조금의 비중보다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두배가량 차지하여 우리군의 재정자

주도는 높은편에 속함.



- 8 -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의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5,182 431,128 497 430 -67 36,366 431,060 -35,878 489

일반회계 375,200 373,748 0 0 0 30,000 373,748 1,452 31,452

기타
특별회계

9,619 24,370 497 430 -67 6,266 24,303 -14,683 -8,417

공기업
특별회계

10,321 33,000 0 0 0 100 33,000 -22,679 -22,579

기 금 42 10 0 0 0 0 10 32 3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5,848 -17,147 -18,178 -31,521 -35,878

통합재정수지 2 998 789 516 230 489

☞ 통합재정수지 1이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는 것은 기타특별회계외 공기업특별회

계의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며, 특히 공기업특별

회계는 민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규모 축소가 어려운 실정임.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흑자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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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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 52,860

여성정책추진사업 16 44,6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8,2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u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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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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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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는 모델 2를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64,021 27,745 모델 2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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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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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7,745

총무과 지역인재육성(장학기금) 사업 1,500

사회복지과 영유아,청소년 지원 확대 관련 사업 1,21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개발사업 관련 사업 1,416

경제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120

유통식품과

농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 관련 사업 71

환경과 쓰레기 수거 보관장 설치 사업 20

보건소 지역응급실 설치 사업 48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교육 지원 관련 사업 119

“ 귀농,귀촌 지원 확대 관련 사업 523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수질개선 관련 사업 22,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