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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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35,762 670,646 688,102 702,113 716,155 3,412,778 3.02

자 체 수 입 87,756 90,882 95,030 99,243 101,288 474,199 3.65

이 전 수 입 464,129 479,812 490,572 497,468 507,417 2,439,398 2.25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877 99,953 102,500 105,403 107,511 499,244 6.40

세        출 635,762 670,646 688,102 702,113 716,155 3,412,778 3.02

경 상 지 출 142,157 145,995 150,284 154,699 157,793 750,928 2.64

사 업 수 요 493,606 524,651 537,818 547,414 558,362 2,661,851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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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5 10,30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7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 8,0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0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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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43,382 - 976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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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총 계 53건 975,640

본 청 181,640

본 청

치매환자 위치확인기(배회감지기) 보급 33,840 보건소
(방문보건팀)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 20,000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축제 지원 1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 52,800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읍면별 국민디자인단 운영 55,000 기획감사실
(기획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0,000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영암읍 85,000

영암읍

춘양들 배수로 정비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용흥리 탑동마을 배수로 정비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대신리 배수로 정비 3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삼호읍 100,000

삼호읍

우산정마을 수로관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서창(원서창마을) 수로관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지방도806호선 잡목 및 풀베기 사업 20,000 산림축산과
(녹지관리팀)

금호아파트~도서관 가로수 전정작업 20,000 산림축산과
(녹지관리팀)

삼호 산음마을 석축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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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덕진면

금강5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용산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영보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덕진2리 농로교행지 설치 3,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노송2리 마을공동창고 보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금정면 56,000

금정면
안노리 답 진입로 정비 16,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와운리 마을안길 석축 설치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북면 65,000

신북면

가마정 교행지 설치 8,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신북 도로공원 옆 농로포장 1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장산 양동마을 농로 정비 12,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모산리 배수로 설치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장산리 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시종면 64,000

시종면

신송마을 가드레일 설치 1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금지2리 배수로 정비 14,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백운동마을 운동기구 설치 10,000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계산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신학2리 농로 포장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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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도포면 67,000

도포면

봉호정마을 배수로 정비 3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원목마을 배수로 정비 12,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유수동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군서면 61,000

군서면

장사리 마을회관 정비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신기동마을 방지턱 설치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양지촌마을 농로 포장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덕정마을 유선각 정비 6,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주암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서호면 68,000

서호면

쌍풍등 배수로 설치 2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신풍마을 앞 배수로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성재리 남하동 배수관 등 진입로 정비 13,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월평등 배수로 설치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학산면 65,000

학산면

유천마을 배수로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용산마을 배수로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영흥마을 석축 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독천마을 스틸그레이팅 인상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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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미암면 70,000

미암면

신한리 배수로 설치 1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갈마달산길 배수로 설치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두억리 농로 포장 1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채지리 배수로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선황리 배수로 설치 1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온라인 30,000

온라인 겨울 알타리무 상차작업장 진입로 정비 3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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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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21 86 229 255 441,050 359,676 81,374

본청 15 75 191 215 390,444 331,077 59,368

보건소 1 2 6 7 9,641 8,844 797

농업기술센터 1 2 6 21 10,029 5,735 4,294

문화시설

사업소
1 3 5 4 1,792 1,726 66

수도사업소 1 1 6 1 23,902 8,500 15,402

테크노폴리스

사업소
1 2 9 2 4,292 2,812 1,479

기업도시지원

사업소
1 1 6 5 59 55 4

읍면사무소 0 0 0 0 891 927 -3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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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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60.69 25.47 27.07 53.15 99.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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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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53
△5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1 240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47

34

△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24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4

지방보조금 12,953 10,467 △2,48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452

공무원 일 숙직비 60천원 60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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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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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25,364  304  7  297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47,329 354,277 367,404 394,399 425,364

국외여비 총액
(B=C+D)

145 141 174 253 304

국외업무여비
(C)

0 0 0 11 7

국제화여비
(D)

145 141 174 242 297

비율 0.04 0.04 0.05 0.0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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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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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395 4,942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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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606 317,508 320,949 353,068 384,395

행사 축제경비 4,707 4,765 3,881 5,073 4,942

비율 1.53 1.50 1.21 1.44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