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 중

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9,085 795,137 807,436 822,517 842,212 4,046,388 2.00

자 체 수 입 52,951 53,772 54,635 55,541 56,384 273,284 1.60

이 전 수 입 592,866 619,405 631,192 641,880 658,059 3,143,403 2.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268 121,959 121,609 125,095 127,769 629,701 △1.00

세 출 779,085 795,137 807,436 822,517 842,212 4,046,388 2.00

경 상 지 출 193,000 198,582 206,428 214,732 220,374 1,033,116 3.40

사 업 수 요 586,085 596,555 601,008 607,785 621,838 3,0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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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8,2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 2,75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5,28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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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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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3 63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과
비안면 3·1운동 경북 시발지 
홍보벽화 보수

30

〃 복지과 의성군 명사초청 직업강연회 18

〃 안전건설과 의성읍 상리2리 과속방지턱 설치 1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sc.go.kr)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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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22 72 159 203 553,500 541,500 12,000
기획예산담당관 1 2 9 8 17,263 14,691 2,572
홍보소통담당관 1 2 4 5 3,999 4,735 △736

총무과 1 4 4 8 76,980 78,385 △1,406
재무과 1 3 11 8 3,340 2,001 1,339
민원과 1 2 5 7 6,146 6,168 △22
복지과 1 7 16 24 131,967 123,876 8,092

관광문화과 1 8 8 16 26,324 18,030 8,295
일자리창출과 1 2 4 5 13,574 15,166 △1,592
경제투자과 1 6 11 13 13,036 15,738 △2,702
농축산과 1 5 8 13 52,044 41,233 10,811
원예산업과 1 4 9 12 17,677 16,953 725
안전건설과 1 4 6 16 36,031 66,524 △30,493
지역재생과 1 3 5 12 35,251 30,885 4,366
공항과 1 1 2 1 1,060 269 792
환경과 1 6 12 11 28,029 23,093 4,936
산림과 1 1 7 4 11,914 12,072 △158

의회사무과 1 1 1 2 1,301 1,355 △54
보건소 1 2 12 11 11,264 11,477 △213

농업기술센터 1 2 12 11 16,255 13,649 2,606
시설관리사업소 1 4 6 7 4,430 4,494 △64
의성조문국박물관 1 1 3 3 2,066 2,238 △172
상하수도사업소 1 2 4 6 27,492 28,803 △1,311

읍면 0 0 0 0 16,056 9,668 6,38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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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52.33 25.86 24.48 56.51 140.9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0,000 161 11 15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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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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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500,000 520,000 550,000 570,000 580,000

국외여비 총액
(B=C+D) 319 418 325 335 161

국외업무여비(C) 10 10 10 16 11

국제화여비(D) 309 408 315 319 150

비율 0.06 0.08 0.06 0.06 0.03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의성군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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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300 2,492 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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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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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42,000 461,200 488,000 507,000 522,300

행사 축제경비 3,778 4,000 3,170 2,597 2,492

비율 0.85 0.87 0.65 0.51 0.48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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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247 54 41 152 90.5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100 99 105 24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9 100 99 105 

247 

84 87 92 96 

185 

0

50

100

150

200

250

3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성군 군평균 (단위 :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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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226 90.0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7 257 249 252 2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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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성군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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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240 68 78 83 10 108.50%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3 178 197 225 2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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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의성군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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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93 12,350 12,350 0 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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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18,921 16,676 12,994 10,387 12,35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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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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47 840,000 732

공무원 일 숙직비 260 60,000 23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58 1,949,900 99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 연도 말 기준 현원(공무직 포함, 공무직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 지원내용 :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공무원 일・숙직비

- 대상인원 : 본청 공무원

- 지급기준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대상인원 : 의성군 관내 통장·이장·반장 수(2021년 1월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