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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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94,443 715,802 737,494 766,201 797,030 3,710,971 3.50

자 체 수 입 57,817 59,919 63,255 65,220 67,274 313,485 3.90

이 전 수 입 559,250 583,461 605,883 630,085 655,520 3,034,199 4.10

지 방 채 0 1,000 0 0 0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376 71,422 68,355 70,897 74,237 362,287 △1.00

세 출 694,443 715,802 737,494 766,201 797,030 3,710,971 3.50

경 상 지 출 121,174 119,639 118,333 121,575 127,668 608,389 1.30

사 업 수 요 573,269 596,163 619,161 644,626 669,362 3,102,582 4.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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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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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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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17,62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 2,869

성별영향평가사업 13 5,63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9,114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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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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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예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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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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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천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 18,751 - - - - 16 18,751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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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8,751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농정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 확충 3,530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보건소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 114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보건소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777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1,171 계속사업

〃 재무과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 교육기관 육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3,625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소상공인 지원금, 월세 및 대출 등 지원 확대 773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용문사 및 양수발전소 주위 관광산업 개발 670 계속사업

〃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확대 1,410 계속사업

〃 농정과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 활성화
35 계속사업

〃 농정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확대 974 계속사업

〃
행정지원실,
농정과,
호명면

지역 농산물 판매여건 개선 102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농업배수로 개보수 및 농로 확포장 5,280 계속사업

〃 개포면 황산2리(예천보호작업장 진입로) 포장 30 신규사업

〃 개포면 개포면 장송리(성조) 배수로 정비 20 신규사업

〃 안전재난과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180 계속사업

〃 보건소 역량강화를 위한 노인건강프로그램 확대 6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yc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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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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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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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84 198 178 554,910 474,817 80,093
의회사무과 1 1 2 1 1,010 786 224
기획감사실 1 5 9 5 11,532 11,024 507
주민복지실 1 8 23 24 122,442 111,636 10,806
행정지원실 1 5 12 7 74,346 67,778 6,568
재무과 1 2 8 5 9,271 11,533 △2,262

새마을경제과 1 6 8 9 16,950 16,958 △8
종합민원과 1 4 10 7 4,499 3,166 1,333
문화관광과 1 3 7 6 18,150 14,100 4,049
환경관리과 1 6 13 9 22,808 18,732 4,076
농정과 1 7 19 21 58,637 48,265 10,372
산림축산과 1 4 10 9 19,623 10,044 9,579
건설교통과 1 3 6 8 10,280 5,972 4,309
도시과 1 6 13 12 52,363 37,833 14,530
건축과 1 3 10 4 13,293 14,095 △802
안전재난과 1 4 4 6 4,648 4,751 △103
보건소 1 5 10 9 28,066 23,568 4,498

농업기술센터 1 2 9 9 12,733 10,193 2,540
체육사업소 1 2 8 12 7,658 7,365 293
곤충연구소 1 4 7 9 25,873 14,528 11,345
예천읍 1 2 5 4 4,587 4,464 123
용문면 1 2 5 2 17,911 22,138 △4,227
효자면 - - - - 2,570 2,223 347
은풍면 - - - - 1,389 1,250 139
감천면 - - - - 1,175 1,026 148
보문면 - - - - 1,182 1,053 129
호명면 - - - - 1,441 1,267 174
유천면 - - - - 1,273 1,132 141
용궁면 - - - - 2,234 1,815 419
개포면 - - - - 1,234 1,106 129
지보면 - - - - 1,585 1,356 229
풍양면 - - - - 1,153 992 16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yc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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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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29 60.17 23.07 26.97 56.11 106.3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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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5,862 171 1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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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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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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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예천군금액 유형자치단체금액 예천군비율 유형자치단체비율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05,445 430,747 497,638 521,688 585,862

국외여비 총액
(B=C+D) 309 371 365 238 171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10 10

국제화여비(D) 289 351 345 228 161

비율 0.08 0.09 0.07 0.0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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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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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943 6,307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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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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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예천군금액 유형자치단체금액 예천군비율 유형자치단체비율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76,296 386,386 444,090 461,245 542,943

행사 축제경비 3,304 2,575 4,217 4,044 6,307

비율 0.88 0.67 0.95 0.8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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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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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214 67 38 109 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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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99 105 214 2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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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유형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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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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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0 230 99.9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6 218 223 223 2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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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유형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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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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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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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107 44 40 13 10 72.8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40 151 106 108 10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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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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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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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89 16,306 16,306 0 88.6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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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0 11,796 12,495 12,542 16,306

한도 내 10,840 11,796 12,495 12,542 16,306
한도 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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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4 1,843,850 1,783

공무원 일 숙직비 706 270,900 3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14 1,367,840 847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1,034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예산 

1,843,850천원 편성

☞ 공무원 706명에 대한 일·숙직(6만원), 재택근무(3만원) 기준 270,900천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281리 1,345반에 대한 이장·반장 수당 및 회의 출무수당

1,367,840천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