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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2,017 475,851 498,051 516,375 531,176 2,473,470 4.10

자 체 수 입 23,789 25,305 26,534 27,952 29,241 132,821 5.30

이 전 수 입 410,956 431,020 446,231 462,265 475,020 2,225,492 3.7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271 19,525 25,286 26,157 26,915 115,154 11.70

세        출 452,017 475,851 498,051 516,375 531,176 2,473,470 4.10

경 상 지 출 77,387 81,454 97,393 99,335 101,252 456,821 7.00

사 업 수 요 374,630 394,397 400,659 417,039 429,924 2,016,649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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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49,0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 35,62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9,5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91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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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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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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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강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41,948 - - 698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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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98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사초지구 하수관로 개선 공사 30 실  시

설계비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국비 보조사업) 45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산림과 임도변 풀베기 작업 15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 금곡사 벚꽃길 가로수 보식 사업 6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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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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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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337,462 333,304 4,158

본청 0 0 0 0 294,431 295,008 -577

군의회 0 0 0 0 712 661 52

직속기관 0 0 0 0 11,468 12,080 -612

사업소 0 0 0 0 27,993 22,659 5,334

읍면

사무소
0 0 0 0 2,858 2,897 -3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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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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61.47 19.66 22.27 57.68 229.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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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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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1

57
-86

부단체장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 23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5

72

-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5

의원국외여비 25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38,084 16,394 -21,6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2 99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235 -

공무원 일 숙직비 1회당 60천원 1회당 60천원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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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17~́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X0.003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30,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 대 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공무원 일 숙직비

○ 1일당(1야당)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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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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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7,462  307  93  215  0.09%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4,096 286,445 311,504 333,304 337,462

국외여비 총액
(B=C+D)

151 196 224 315 307

국외업무여비
(C)

61 73 73 78 93

국제화여비
(D)

90 123 152 237 215

비율 0.05 0.07 0.07 0.0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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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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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448 8,122 2.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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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6,664 280,063 303,044 324,064 328,448

행사 축제경비 5,236 5,942 8,061 8,482 8,122

비율 1.89 2.12 2.66 2.62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