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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6,812 621,642 629,891 646,464 664,707 3,209,516 0.70%

자 체 수 입 44,975 49,565 52,504 55,599 58,644 261,287 6.90%

이 전 수 입 499,586 509,804 515,510 528,724 542,342 2,595,966 2.10%

지 방 채 1,000 0 0 0 0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251 62,272 61,877 62,140 63,722 351,263 -10.90%

세 출 646,812 621,642 629,891 646,464 664,707 3,209,516 0.70%

경 상 지 출 142,467 120,318 132,426 148,040 123,684 666,936 -3.50%

사 업 수 요 504,344 501,323 497,465 498,424 541,023 2,542,580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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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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8,3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030

성별영향평가사업 54 27,81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8,46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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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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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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여예산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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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곡성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 872 0 0 9 872 0 0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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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7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곡성읍 묘천리 용배수로 확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안전바 및 벽걸이 부착형 접이식 의자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벽걸이 부착형 접이식 의자 설치 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남양마을 정주여건 기반 조성 2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삼태마을 도로 아스콘 포장 7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뇌죽지구 비닐하우스단지 농로 석축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정책과 청년체험 곡성 홍보툰 제작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상덕마을입구 화단 뒷면 석축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정책과 곡성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40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kseong.go.kr/kr/board/list.do?bbsId=BBS_000000000000560&menuNo=102004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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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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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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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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2 251 242 469,441 457,602 11,839

의회 1 1 4 2 987 774 213

본청 1 83 204 186 410,639 396,124 14,516

직속기관 1 15 34 40 18,600 18,046 555

사업소 1 3 9 14 30,774 34,514 -3,739

읍면동 0 0 0 0 8,440 8,145 29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kseong.go.kr/kr/board/list.do?bbsId=BBS_000000000000174&menuNo=102004004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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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67 63.71 18.99 22.25 59.61 124.3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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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9,441  119  30  89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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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65,304 397,149 445,613 457,602 469,441
국외여비 총액
(B=C+D) 513 565 42 93 119

국외업무여비(C) 30 20 0 0 30

국제화여비(D) 483 545 42 93 89

비율 0.14% 0.14% 0.01%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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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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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343 6,087 1.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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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43,106 377,317 415,411 433,211 449,343

행사 축제경비 4,572 4,993 4,847 5,165 6,087

비율 1.33 1.32 1.17 1.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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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2023년 업무

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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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178 59 36 83 83.3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5 95 178 178 17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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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5 225 100.1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21 222 223 224 2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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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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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124 54 47 23 0 91.6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24 124 101 124 1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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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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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42,508 19,893 19,893 0 46.80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 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129 14,503 13,943 14,047 19,893

한도 내 0 0 0 14,047 19,893
한도 외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14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보성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69,440 52,449 11.1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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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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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40 1,682,920 825

공무원 일 숙직비 962 57,7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70 1,302,540 1,689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편성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편성액은 1,682,920천원, 대상인원은 

2,040명이며 1인당 편성액은 825천원입니다.

☞ 공무원 일 숙직비는 일직비 1일당 60천원, 숙직비 1야당 60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당직비 총액은 57,720천원으로, 대상인원 962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리장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반장수당 연50,000원을 기준으로 곡성군 통·리

반장 770명(이장-273명, 반장-498명)대상 1,302,5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