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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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1,433 661,438 658,907 661,075 695,313 3,328,166 1.60%

자 체 수 입 29,514 24,743 31,160 32,040 33,293 150,750 3.10%

이 전 수 입 489,914 509,697 531,340 551,910 569,913 2,652,774 3.90%

지 방 채 - - - - -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2,005 126,998 96,407 77,125 92,107 524,642 △8.60%

세 출 651,433 661,438 658,907 661,075 695,313 3,328,166 1.60%

경 상 지 출 101,824 104,116 106,477 109,863 112,942 535,221 2.60%

사 업 수 요 549,609 557,322 552,430 551,212 582,371 2,792,945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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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8 57,7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6,83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1 40,9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9 9,95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보공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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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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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10 - 610 -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예상액)

회 의 결  과
비 고반영

여부 내  용 

합   계 830
※ 신청내역 7건
   - 가  능 4건 480백만원,
   - 불가능 3건 350백만원 

신청액
813

1
군내 담수호 염농도 
자동측정 시스템 설치

25 부 ◦방조제 개보수사업 반영 추진
신청

25

2 전두2리 양수장 설치 25 부

◦기존 용수시설 이용 정비 및 

용수이용 계도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

신청

25

3
대야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70 여 ◦흙수로 정비 추진
신청

70

4 배수로 개거공사 80
여

(조건부)

◦배수로 법면 유실로 농경지 

피해 발생

◦기부채납 필요

신청

63

5 배수시설 설치 30 여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수대책 필요

신청

30

6
산행~곤우 구간 
도로선형 개량

300 부

◦인근의 보수가 시급한 

위험도로가 많아 순차적 진행 

예정

신청

300

7
진도읍 포서리 하수도 
정비공사

300 여

◦`20년 준공 된 장구포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미 

반영된 사업구간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영

신청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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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4 148 218 298 430,588 355,069 75,519

본청 1 120 173 237 378,686 313,031 65,654

직속기관 1 11 27 33 17,486 15,766 1,721

사업소 1 9 11 15 27,620 19,023 8,597

읍면사무소 1 8 7 13 6,796 7,249 △45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do.go.kr/정보공개/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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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1 59.1 20.27 29.85 53.16 132.0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http://www.jindo.go.kr/��������/������Ȳ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0,588 50 - 5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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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08,004 320,326 332,524 355,069 430,588

국외여비 총액
(B=C+D)

214 390 478 20 50

국외업무여비(C) 4 34 63 - -

국제화여비(D) 210 356 415 20 50

비율 0.07 0.12 0.14 0.01 0.01%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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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715 5,508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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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00,080 309,309 322,300 348,072 422,713

행사･축제경비 3,965 5,071 4,598 4,255 5,508

비율 1.32% 1.64% 1.43% 1.22% 1.30%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64 136 48 33 56 83.33%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0 80 80 136 13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7 237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4 234 234 235 23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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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19 52 45 45 5 91.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4 114 119 101 1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18,700 15,640 15,640 - 83.6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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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341 11,705 12,668 12,099 15,640

한도 내 12,341 11,705 12,668 12,099 15,640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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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40 1,168,360 1,39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60 1,738,800 1,380

공무원 일 숙직비(본청기준) 300 18,000 60

※ 이장(242명) : 기본수당(월 30만원), 상여금(월 30만원), 회의수당(월 20만원) / 개별

※ 반장(598명) : 보상금(월 50만원) / 개별

※ 일·숙직비 : 60,000원*2명*150일 / 공휴일 등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