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4-1.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45,367 46,654 48,128 49,752 51,186 241,087 3.1

430,027 425,568 437,400 450,305 460,936 2,204,237 1.8

- - - - - - -

106,048 117,673 123,641 129,797 133,789 610,947 6.0

119,471 126,227 133,490 140,430 146,779 666,396 5.3

461,971 463,667 475,680 489,424 499,132 2,389,874 2.0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기준년도▸ 전체연도 수 



성인지 예산현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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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을 참고하세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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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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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청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백만원

▸ 년 당초예산 기준



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백만원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

교통과

버스 정류장 및 승객
대기소 유지관리 사업 

한방
항노화과

한방진흥사업 업무추진

환경
위생과

생활쓰레기 수거

상하
수도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상법지구( )

유통
소득과

산청군 로컬푸드 운영 및 
지원

유통
소득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

도시
교통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전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

군시행( )

산청주민숙원사업

차황주민숙원사업

오부주민숙원사업

생초주민숙원사업

금서주민숙원사업

삼장주민숙원사업

시천주민숙원사업

단성주민숙원사업

신안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생비량주민숙원사업

신등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산청읍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차황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오부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생초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금서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삼장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시천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단성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신안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생비량면 농업기반주

민숙원사업
신등면 농업기반주민

숙원사업



성과계획서4-4.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본청 211,494 213,244 -1,750

항노화관광국 55,297 62,744 -7,447

복지민원국 165,928 139,018 26,910

직속기관 63,808 57,721 6,087

의회사무과 829 872 -43

읍면 3,927 4,105 -177

당초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를 참고하세요[ 2]▸



재정운용상황개요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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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국외여비 편성현황4-6. 

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01,283  144  100  44  0.03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행사 축제경비 편성현황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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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행사 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행사 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320,494 368,014 419,508 437,587

4,090 5,822 6,813 7,277

1.28 1.58 1.62 1.66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188 179 54 37 89 95.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89 89 90 90 17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230 229 99.6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227 227 228 228 2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4-9. 

우리 산청군의 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16 156 59 74 0 24 72.57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154 184 168 192 15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지방보조금 편성현황4-10. 

우리 산청군의 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 시 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계 12,282 10,229 10,357 11,897 9,331
한도 내 12,282 10,229 10,357 11,897 9,331
한도 외 - - - -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단위 백만원

 



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4-11. 1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에서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공무원 일 숙직비 예산편성액은 본청 당직비 총액임 ·※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설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 기준액은 인 만원으로 편성1 136

공무원 일 숙직비    : ㆍ‣ 일 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 인 만원으로 편성1 6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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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참석수당 회당 만원 월 회                               1 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