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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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8,018 409,841 422,257 434,925 447,972 2,113,013 3.0%

자 체 수 입 25,088 25,842 26,616 27,416 28,238 133,200 3.0%

이 전 수 입 316,011 325,372 335,255 345,313 355,671 1,677,622 3.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919 58,627 60,385 62,196 64,062 302,189 3.0%

세        출 398,018 409,841 422,257 434,925 447,972 2,113,013 3.0%

경 상 지 출 71,155 72,263 73,661 75,030 75,231 367,340 1.4%

사 업 수 요 326,863 337,579 348,596 359,895 372,740 1,745,673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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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6 25,3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1,2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5,1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3 8,90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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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09,309 - 320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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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백동마을 도로 측구 정비사업 50 신규사업

〃 〃 남선저수지 방수로 정비사업 70 〃

〃 〃 심동천 준설사업 50 〃

〃
진도항만

개발과
신기항 진입도로 선형개량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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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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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27 202 273 320,327 308,005 12,323

기획예산과 1 3 3 7 5,482 11,352 -5,870

일자리투자과 1 6 8 7 2,207 1,154 1,052

행정과 1 7 11 18 56,083 53,459 2,625

주민복지과 1 10 15 31 55,612 52,353 3,259

민원봉사과 1 6 8 8 1,440 1,332 108

세무회계과 1 5 5 10 2,250 2,639 -389

관광과 1 6 18 12 7,663 12,051 -4,387

문화예술체육과 1 6 6 10 9,496 8,098 1,397

안전건설과 1 15 17 24 28,794 29,971 -1,176

지역개발과 1 6 8 9 13,146 19,085 -5,939

진도항만개발과 1 9 10 12 7,979 15,248 -7,269

경제마케팅과 1 13 14 19 24,405 13,710 10,695

농업지원과 1 4 14 19 25,807 22,169 3,638

수산지원과 1 4 7 11 18,527 138,43 4,684

진도개축산과 1 4 10 10 3,490 3,642 -152

환경산림과 1 8 15 19 11,156 11,554 -397

의회사무과 1 1 4 1 683 664 19

보건소 1 1 4 8 7,251 7,103 148

농업기술센터 1 7 17 24 7,531 5,438 2,093

상하수도사업소 1 3 5 8 21,569 14,809 6,759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2,078 1,916 162

읍면사무소 1 - - - 7,678 6,415 1,26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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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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

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85 66.97 17.93 25.14 53.57 194.07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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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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47,520
-8,910

부단체장 32,67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4,000 233,638 -3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9,273

51,600

-5,57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600

의원국외여비 17,50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0,000

지방보조금 15,523 11,705,182 -3,817,66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9,860 829,8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63,322 -

공무원 일 숙직비 60 6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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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아래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가군) 52,800천원×1년

부단체장 (가군) 36,300천원×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34,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총한도액 =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29,273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51,600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44,600천원

  의원 국외여비 : 17,500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 10,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9년 맞춤형 복지비는 기준액 1인당 1,188천원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1,163,322만원(1인당 평균1,161천원)

공무원 일 숙직비 - 기준액 1일당(1야)당 50천원이며 20% 범위내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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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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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20,326 390 34 356 0.12%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1,078 284,924 288,448 308,004 320,326

국외여비 총액
(B=C+D)

128 113 132 214 390

국외업무여비
(C)

32 17 22 4 34

국제화여비
(D)

96 96 110 210 356

비율 0.05% 0.04% 0.05% 0.07%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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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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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309 5071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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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1,468- 271,886 276,041 300,080 309,309

행사 축제경비 4,270 3,611 3,445 3,965 5,071

비율 1.57% 1.33% 1.25% 1.32%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