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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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1,987 538,277 554,821 581,956 612,342 2,799,383 4.60

자 체 수 입 42,262 42,875 44,865 46,411 48,322 224,735 3.40

이 전 수 입 379,143 393,251 401,095 417,103 434,058 2,024,650 3.40

지 방 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582 102,151 108,861 118,442 129,962 549,998 9.40

세 출 511,987 538,277 554,821 581,956 612,342 2,799,383 4.60

경 상 지 출 110,524 120,473 126,825 131,149 138,204 627,175 5.70

사 업 수 요 401,463 417,804 427,996 450,807 474,138 2,172,208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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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5 13,0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8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11,91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8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자료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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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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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56,293 - 56,267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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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6,267

주민참여형

한방항노화실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상설체험장
운영

61 계속사업

문화관광축제(산청한방약초축제) 2,000 “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추진 135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 지구
조성사업

3,052 “

항노화 힐링센터 조성사업 340 “

휴양림관리 261 “

휴양림 운영여건 개선 140 신규사업

민간위탁 시설 관리운영 158 계속사업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 박물관
운영

716 “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250 “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1,033 “

항노화지원사업 101 “

산청한방항노화 포럼 운영 20 “

웰니스 관광, 상생일자리창출사업
(서비스인력양성, 홍보마케팅)

28 “

한방항노화실

베리류6차산업화 사업(자본보조) 231 “

베리류6차산업화 사업(경상보조) 721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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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21 계속사업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캠프지원

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180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 업무추진 300 신규사업

행정교육과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 361 계속사업

우정학사 운영지원 75 “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지원 1,510 “

주민참여형

문화체육과 래프팅사업 활성화 29 신규사업

관광진흥과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1,540 계속사업

문화관광시설개선사업 40 계속사업

관광시설운영 58 “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 운영 141 “

중산관광지 활성화 245 “

산청이미지 UP집중홍보 504 “

산림녹지과

조림(경제림조성) 269 신규사업

조림(산림재해방지조림) 80 “

조림(지역특화림조성) 205 “

경제전략과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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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창업기업고용보조금 지원 30 계속사업

공공근로사업 530 “

경제전략과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사업 7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0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일자리창출) 507 “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 60 신규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05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583 계속사업

도시활력화 사업 2,087 “

농촌중심지활성화(금서면) 37 “

농촌중심지활성화(생초면) 2,640 “

농촌중심지활성화(신등면) 1,510 “

도시교통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산청읍) 1,948 “

기초생활거점육성(차황면) 257 “

권역단위종합개발(신등면 율모권역) 635 “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삼장면 서촌) 194 “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신안면 한빈) 179 “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금서면 특리) 357 “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삼장면 덕교)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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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교통과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시천면 신촌) 357 계속사업

마을만들기(자율개발-단성면 관정) 254 “

마을만들기(자율개발-신안면 문대) 193 “

마을만들기(자율개발-생비량면 고치) 108 “

산림휴양치유마을(삼장면 북촌) 64 “

산림휴양치유마을(시천면 동신) 64 “

버스 승객대기소 유지관리 203 “

빈집정비사업 22 “

주민참여형 안전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군시행) 4,384 “

산청군주민숙원사업 1,089 “

차황면주민숙원사업 342 “

오부주민숙원사업 393 “

생초면주민숙원사업 453 “

금서면주민숙원사업 785 “

삼장주민숙원사업 538 “

시천주민숙원사업 734 “

단성주민숙원사업 748 “

신안주민숙원사업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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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생비량주민숙원사업 237 계속사업

신등주민숙원사업 448 “

주민참여형

안전건설과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2,328 “

산청읍 농업기반숙원사업 206 “

차황면 농업기반숙원사업 342 “

오부면 농업기반숙원사업 317 “

생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33 “

금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43 “

삼장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51 “

시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01 “

단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48 “

신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463 “

생비량면 농업기반숙원사업 527 “

신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272 “

농축산과 농업소득증대사업 1,600 “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06 신규사업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사업 23 계속사업

채소특작사업지원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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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진흥과

원예작물 지원사업 816 계속사업

원예기술지원 35 “

유통소득과

우수 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지원관리 운영

213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204 “

지자체협력사업(농협) 170 “

유통소득과

수출전문업체육성사업 275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167 “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110 “

상하수도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 1,506 계속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기금)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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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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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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1 241 218 452,551 404,282 48,270

본청 14 84 189 168 388,862 347,054 41,829

군의회 1 1 3 2 886 874 -8

직속기관 4 16 49 48 62,803 56,354 6,4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자료2]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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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7 65.2 18.74 33.86 50.97 133.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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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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8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2

59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의원국외여비 36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4

지방보조금 16,545 10,357 -6,18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2 17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61

공무원 일‧숙직비 184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보조금 항목이 총액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보조금 한도액을 준수하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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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56,293  481 21 460 0.1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41,380 347,056 352,898 407,532 456,293

국외여비 총액
(B=C+D)

271 262 292 480 481

국외업무여비
(C)

4 24 0 21 21

국제화여비
(D)

267 238 292 459 460

비율 0.07 0.07 0.08 0.1 0.1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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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예산기준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당초예산기준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13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03,232 304,672 320,494 368,014 419,508

행사･축제경비 3,748 4,046 4,090 5,822 6,813

비율 1.23 1.33 1.28 1.58 1.62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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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508 6,813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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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