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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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8,827 505,810 518,882 535,077 555,397 2,613,995 2

자 체 수 입 33,421 33,889 34,765 35,850 38,578 176,503 2.9

이 전 수 입 398,065 403,637 414,068 426,992 441,840 2,804,602 2.1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342 68,284 70,049 72,236 74,979 352,890 2.2

세        출 498,827 505,810 518,882 535,077 555,397 2,613,995 2

경 상 지 출 95,798 110,171 76,864 72,444 74,413 429,689 -6.10%

사 업 수 요 396,484 399,518 444,818 461,349 479,152 2,181,320 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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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4 17,5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1,1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9,13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7,18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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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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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02 - 1,102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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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102

주민참여형 총무과 마을방송시스템 마을부담 회선료 지원 13 신규사업

〃 재무과 부산면 청사 신축 374 〃

〃 주  민
복지과 대덕 신흥여자경로당 개보수 8 〃

〃 주  민
복지과 용산 포곡경로당 개보수 12 〃

〃 농산과 농산물, 퇴비 등 물류비 지원(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80 〃

〃 해  양
수산과 패류세척장 개설 15 〃

〃 건  설
도시과 관산 산동마을 농로 보수 및 포장공사 30 〃

〃 건  설
도시과 대덕 도동마을 개거 및 포장 공사 20 〃

〃 건  설
도시과 율산마을 개거공사 20 〃

〃 건  설
도시과 율리 배수로 정비 200 〃

〃 건  설
도시과 장평 중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 40 〃

〃
재  난

안전과
장흥읍사무소 주변 신규 주차장 설치 260 〃

〃
축  산

사업소
축산농가 자가수정 사업비 지원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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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8 117 261 239 409,531 391,961 17,570

본청 13 99 205 202 358,772 335,421 23,349
기획홍보실 1 7 10 8 9,917 6,910 3,007
총무과 1 9 22 15 70,946 65,361 5,585
종합민원과 1 8 18 14 4,358 4,210 147
재무과 1 5 12 8 2,834 7,341 -4,507
문화관광과 1 5 12 8 20,328 18,757 1,571
주민복지과 1 8 17 33 91,311 81,554 9,757
지역경제과 1 16 25 23 20,215 19,008 1,207
농산과 1 7 14 13 47,324 46,884 439
해양수산과 1 8 18 15 16,570 16,834 -264
환경관리과 1 5 12 13 8,891 12,385 -3,494
산림휴양과 1 6 11 16 22,075 17,030 5,045
건설도시과 1 9 22 24 24,553 20,945 3,608
재난안전과 1 6 12 12 19,450 18,202 1,248

직속기관 2 14 39 25 15,556 13,947 1,609
보건소 1 7 20 10 11,176 10,414 762
농업기술센터 1 7 19 15 4,380 3,533 847

사업소 2 6 13 14 30,025 38,050 -8,025
축산사업소 1 3 7 6 12,003 13,494 -1,491
수도사업소 1 3 6 8 18,022 24,556 -6,534

의회사무과 1 1 2 2 754 684 70
의회사무과 1 1 2 2 754 684 70

읍면 0 0 0 0 4,426 3,858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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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55.91 24.01 24.42 58.04 166.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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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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531 191 50 14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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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27,020 314,692 337,926 391,961 409,531

국외여비 총액(B=C+D) 210 203 205 191 191

국외업무여비(C) 50 59 54 50 50

국제화여비(D) 160 144 151 141 141

비율 0.06 0.06 0.06 0.05 0.05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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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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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638 6,377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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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15,010 302,266 317,512 368,696 391,638

행사 축제경비 4,575 6,382 6,243 7,583 6,377

비율 1.45 2.11 1.97 2.06 1.6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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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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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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89 53 36 35.9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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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248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55 248 248 248 2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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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11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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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151 31 74 32 14 0.8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1 125 149 155 15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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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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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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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36 11,499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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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9 12,582 12,180 16,395 1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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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3 1,300 128만원

공무원 일 숙직비 360 22 6만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7 1,348 143만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장흥군청 전직원(1,01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930백만원, 단체보장보험 261백만원, 직원 건강검진 지원 109백만원으로 총 예산편

성액은 1,300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128만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60,000원*2명*180일로 총 예산편성액은 22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6만원입니다.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 281명, 반장 656명 기준으로 이장은 기본수당 300,000원

(월1회), 상여금 300,000원(연2회), 회의 참석수당 20,000원(월2회), 반장은 반장수당 

25,000원(연2회)로 총 예산편성액은 937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14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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