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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강진군수 (인)

◈ 우리 강진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94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80억원)보다 233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7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억원

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52%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하지만 통합재정 수지 흑자 운영,

지방채 0원, 국도비 확보 등은 재정운영에 대해 자체 노력 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최창균(061-43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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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3,947 3,523 424 4,180 3,388 792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3,947 3,523 424 4,180 3,388 792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7.80 5.88 1.92 7.9 7.33 0.57
재 정 자 주 도 63.52 56.11 7.41 61.09 60.57 0.52
통 합 재 정 수 지 40 58 △18 16 20 △4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64 3.07 0.57 3.9 3.4 0.5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89 81 8 49.0 39.7 9.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95 0.95 0 0.86 0.83 0.03
시책추진 2.31 2.30 0.01 2.04 1.89 0.15

지방의회 관련경비 1.85 1.73 0.12 1.46 1.30 0.16
지 방 보 조 금 144 164 △20 110 113 △3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경남 의령, 경북 영덕, 전북 임실, 전남 보성, 전남 강진, 강원 양구, 전북 장수,

전남 장흥, 경북 군위, 경북 봉화, 전북 순창, 전북 무주, 전남 곡성, 전남 구례,

전남 함평, 경북 청송, 전북 진안, 전남 진도, 강원 화천, 강원 고성, 경북 영양)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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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강진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4,717 365,984 0 9,209 19,5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1,505 316,670 339,940 352,304 394,7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0년 최종 

예산 기준 5,000억원 이상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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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063 100.00 303,044 100.00 324,064 100.00 328,448 100.00 365,984 100.00

지 방 세 12,320 4.40 12,510 4.13 13,200 4.07 10,300 3.14 16,300 4.45

세외수입 9,200 3.28 8,742 2.88 9,383 2.90 9,007 2.74 12,234 3.34

지방교부세 124,000 44.28 146,300 48.28 154,500 47.68 160,500 48.87 196,954 53.81

조정교부금등 2,000 0.71 4,000 1.32 4,500 1.39 4,500 1.37 7,000 1.91

보 조 금 125,543 44.83 124,492 41.08 125,482 38.72 126,564 38.53 133,497 36.4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000 2.50 7,000 2.31 17,000 5.25 17,577 5.35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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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강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강진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4,717 365,984 0 9,209 19,5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1,505 316,670 339,940 352,304 394,7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0년 최종 

예산 기준 5,000억원 이상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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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063 100 303,044 100 324,064 100 328,448 100 365,984 100

일 반 공 공 행 정 12,550 4.48 16,804 5.55 16,141 4.98 20,720 6.31 20,605 5.63

공공질서 및 안전 642 0.23 817 0.27 2,303 0.71 2,544 0.77 2,617 0.72

교 육 2,135 0.76 2,152 0.71 2,534 0.78 2,425 0.74 2,340 0.64

문화 및 관광 26,052 9.30 29,659 9.79 29,489 9.10 28,604 8.71 36,765 10.05

환 경 보 호 19,750 7.05 17,412 5.75 15,657 4.83 21,786 6.63 23,643 6.46

사 회 복 지 58,046 20.73 58,479 19.30 63,588 19.62 64,588 19.66 65,744 17.96

보 건 5,136 1.83 5,237 1.73 6,642 2.05 6,635 2.02 7,005 1.91

농 림 해 양 수 산 82,715 29.53 95,361 31.47 104,257 32.17 98,407 29.96 107,597 29.40

산업 중소기업 913 0.33 1,781 0.59 1,559 0.48 2,239 0.68 3,302 0.90

수송 및 교통 8,940 3.19 9,919 3.27 7,280 2.25 4,478 1.36 6,323 1.73

국토 및 지역개발 10,290 3.67 9,482 3.13 17,088 5.27 14,860 4.52 23,773 6.50

과 학 기 술 0 0.0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3,267 1.17 4,083 1.35 3,646 1.12 3,669 1.12 4,265 1.17

기 타 49,626 17.72 51,858 17.11 53,881 16.63 57,494 17.50 62,005 16.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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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52694 395317 42623 12.08

강진군 352304 394717 42413 12.04

출자 출연기관 390 600 210 53.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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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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7.80
(7.80)

365,984
(365,984)

28,534
(28,534)

337,451
(337,451) 0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68

(10.18)
7.01

(9.32)
6.97

(12.21)
5.88

(11.23)
7.80

(7.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공모사업 등으로 가져온 

국·도비 많아서이기도 하며, 국가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자체 세입 증가에 따라 작년

대비 수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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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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63.52
(63.52)

365,984
(365,984)

232,488
(232,488)

133,497
(133,497)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2.67
(55.17)

56.61
(58.92)

56.03
(61.28)

56.11
(61.47)

63.52
(63.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공모사업 등으로 가져온 

국·도비 많아서이기도 하며,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자체 세입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수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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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9,874 370,010 281 580 299 4,469 370,309 -436 4,034

일반회계 365,984 360,622 0 0 0 0 360,622 5,362 5,362

기타
특별회계 3,670 8,629 281 580 299 4,469 8,929 -5,259 -789

기 금 219 758 0 0 0 0 758 -539 -53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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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6,903 -9,185 -19,481 -16,014 -436

통합재정수지 2 1,930 1,739 2,230 5,766 4,034

☞ 통합재정수지가 5,362백만원 흑자재정이며, 우리군은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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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05,046 529,179 554,211 579,760 605,011 2,773,207 4.60

자 체 수 입 28,487 29,517 30,587 31,699 32,838 153,128 3.60

이 전 수 입 417,390 433,843 450,953 468,748 487,255 2,258,189 3.9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168 65,819 72,671 79,312 84,918 361,888 9.50

세 출 505,046 529,179 554,211 579,760 605,011 2,773,207 4.60

경 상 지 출 98,583 106,897 115,381 123,764 132,531 577,156 7.70

사 업 수 요 406,463 422,281 438,830 455,995 472,480 2,196,049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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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7 51,1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 33,4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17,1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65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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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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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392 2,392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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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39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아이들을 위한 공연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황막리 농수로관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센터 운영 42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재난

교통과
병영천 준설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경지정리지구 흙수로 용배수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마을 육아시설 800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스포츠

산업단
놀이터 및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골목길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
8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축산과 불법소각자 신고보상제 -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건물 진입로 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축산과 폐축사(폐가) 스레트 철거 및 정비 540 계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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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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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3 161 182 375,194 337,462 37,732

본청 1 52 124 137 326,138 294,431 31,707

군의회 1 1 2 2 666 712 -46

직속기관 1 3 13 21 11,841 11,468 373

사업소 1 7 22 22 33,413 27,993 5,420

읍면

사업소
0 0 0 0 3,136 2,858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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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63.52 17.96 26.31 55.18 172.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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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75,194  364 71 293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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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6,445 311,504 333,304 337,462 375,194

국외여비 총액
(B=C+D) 196 224 315 307 364

국외업무여비(C) 73 73 78 93 71

국제화여비(D) 123 152 237 215 293

비율 0.07 0.07 0.09 0.09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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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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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984 8,897 2.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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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80,063 303,044 324,064 328,448 365,984

행사 축제경비 5,942 8,061 8,482 8,122 8,897

비율 2.12 2.66 2.62 2.4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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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90 95 57 38 0.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95 95 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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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1 231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9 206 229 230 2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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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9 185 85 75 25 0 9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6 145 154 173 1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22 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7,184 14,386 0.3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769 14,937 17,794 16,394 14,38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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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0 1,300 1.30

공무원 일 숙직비 972 58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6 1,402 1.53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우리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당직비는 1회당

6만원 편성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활동비를

합한 금액임.

☞ 단가 산출 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단체보험 300,000원, 복지포인트 1,000,000원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1회당 60,000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이장수당 300,000원, 이장상여금 300,000원,

회의 참석수당 20,000원, 반장활동비 50,000원 편성 / 이장 총 293명, 반장 총 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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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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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계 -103 2190

인건비 절감 328 642

지방의회경비 절감 21 70

업무추진비 절감 41 2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593 1,97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100 -650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128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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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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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계 -581 60

지방세 징수율 제고 60 -50

지방세 체납액 축소 -426 -342

경상세외수입 확충 90 5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05 -10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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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

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강진군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예산효율화 2019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