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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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42,291 570,613 586,271 599,572 616,901 2,915,648 3.30

자 체 수 입 44,362 45,405 46,942 48,253 50,060 235,022 3.10

이 전 수 입 411,718 441,036 446,234 454,612 466,556 2,220,156 3.2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211 84,172 93,095 96,707 100,285 460,471 3.90

세        출 542,291 570,613 586,271 599,572 616,901 2,915,648 3.30

경 상 지 출 113,690 116,784 122,845 130,116 132,167 615,602 3.80

사 업 수 요 428,601 453,829 463,426 469,456 484,734 2,300,046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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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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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7 17,26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1,61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14,93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72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1]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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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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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3,875 - 23,875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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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3,16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
조정실

다자녀(3자녀)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18 계속사업

〃
기획

조정실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50 계속사업

〃
관광

진흥과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 400 계속사업

〃 〃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50 계속사업

〃
산림

녹지과
명품산청 조성 841 계속사업

〃
경제

전략과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 40

〃 〃 단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92

〃
도시

교통과
시천 원리지구 도로확포장 사업 200

〃
상하

수도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 1,441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기금) 476

〃 〃
하수처리장 확충
(석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714

〃
안전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군시행) 6,210

〃 〃 산청주민숙원사업 1,001

〃 〃 차황주민숙원사업 530

〃 〃 오부주민숙원사업 687

〃 〃 생초주민숙원사업 475

〃 〃 금서주민숙원사업 785

〃 〃 삼장주민숙원사업 505

〃 〃 시천주민숙원사업 750

〃 〃 단성주민숙원사업 705

〃 〃 신안주민숙원사업 805

〃 〃 생비량주민숙원사업 410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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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신등주민숙원사업 530

〃 〃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2,155

〃 〃 산청읍 농업기반숙원사업 205

〃 〃 차황면 농업기반숙원사업 340

〃 〃 오부면 농업기반숙원사업 320

〃 〃 생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30

〃 〃 금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40

〃 〃 삼장면 농업기반숙원사업 200

〃 〃 시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200

〃 〃 단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45

〃 〃 신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30

〃 〃 생비량면 농업기반숙원사업 530

〃 〃 신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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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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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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4 255 224 477,704 456,293 21,410

본청 1 85 199 176 415,005 388,927 26,078

직속기관 1 18 53 46 57,722 62,758 -5,037

의회사무과 - 1 3 2 872 866 6

읍면 - - - - 4,105 3,742 36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2]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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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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94 58.91 20.12 33.5 51.26 11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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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47,056 352,898 407,532 456,293 477,704

국외여비 총액
(B=C+D)

262 292 480 481 414

국외업무여비(C) 24 - 21 21 18

국제화여비(D) 238 292 459 460 396

비율 0.08 0.08 0.12 0.11 0.09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77,704 414 18 39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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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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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04,672 320,494 368,014 419,508 437,587

행사･축제경비 4,046 4,090 5,822 6,813 7,277

비율 1.33 1.28 1.58 1.62 1.66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7,587 7,277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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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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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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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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90 54 36 0.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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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228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7 227 227 2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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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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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192 59 74 36 24 0.8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4 154 184 168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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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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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5 11,897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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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4 12,282 10,229 10,357 1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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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00 1,197 1

공무원 일‧숙직비 1,443 87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7 1,364 5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은 본청 당직비 총액임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설명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기준액은 1인 133만원으로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 1인 6만원으로 편성

  ‣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