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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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67,889 811,457 813,283 806,911 821,393 4,020,933 1.70

자 체 수 입 52,383 53,572 54,580 55,452 56,454 272,441 1.90

이 전 수 입 589,551 622,031 642,797 667,943 680,420 3,202,742 3.60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954 135,854 115,906 83,517 84,818 545,749 -9.50

세        출 767,889 811,457 813,283 806,911 821,393 4,020,933 1.70

경 상 지 출 156,954 150,368 137,453 116,542 119,329 680,646 -6.60

사 업 수 요 610,934 661,089 675,830 690,369 702,063 3,340,285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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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8,562

여성정책추진사업 15 6,1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4,89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9 7,55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
정운영공개/성인지예산 현황)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http://www.haenam.go.kr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해남군는 모델 2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02,267 49,411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49,411

주민복지과 ○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 지원 4

주민복지과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68

주민복지과 ○ 국가유공자 가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180

주민복지과 ○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03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59

주민복지과 ○ 노인의날 및 경로의날 기념행사 200

주민복지과 ○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10

주민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0

주민복지과 ○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58

주민복지과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100

주민복지과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820

총무과 ○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동계, 하계) 434

총무과 ○ 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 50

총무과 ○ 이장 상해보험금 72

총무과 ○ 읍면 행사지원금(14개 읍면) 174

총무과 ○ 공직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60

총무과 ○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90

총무과 ○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180

총무과 ○ 초.중 무상급식 지원 918

총무과 ○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 운영 52

총무과 ○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총무과 ○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운영 98

총무과 ○ 마을회관 국기 게양대 정비 242

총무과 ○ 공통기반 노후 전산장비교체
(공통기반2 AP서버외 5종)

296

총무과 ○ 읍내권 무료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129

총무과 ○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500



총무과 ○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166

재무과 ○ 본청 건물 유지비(건축,설비,전기,소방) 51

재무과 ○ 송치면사무소 창고 신축 250

재무과 ○ 황산면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5

재무과 ○ 황산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신축 250

농정과 ○친환경벼재배단지잡초방제용 부직포지원 75

농정과 ○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12

농정과 ○ 빨간배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11

농정과 ○ 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 35

농정과 ○ 현대화 버섯재배사 지원 55

농정과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43

농정과 ○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제 지원 94

농정과 ○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033

농정과 ○ 쌀 생산단지 기능성 제제지원 100

농정과 ○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 100

농정과 ○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63

농정과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 750

농정과 ○ 객토지원 135

농정과 ○ 지자체 협력사업(노지채소) 200

농정과 ○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 250

농정과 ○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 216

농정과 ○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120

농정과 ○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지원 240

농정과 ○ 곡물건조기(집진기포함) 지원 239

농정과 ○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500

농정과 ○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500

농정과 ○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175

농정과 ○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100

농정과 ○ 인삼 특화품목 육성 지원 134

농정과 ○권역별특화작목단지육성단동하우스 지원 300

해양수산과 ○ 액화산소 공급장비 지원 150

해양수산과 ○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110



해양수산과 ○ 전복 선별기 지원 80

해양수산과 ○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 10

해양수산과 ○ 전복양식장 소독제(미생물제) 공급 50

해양수산과 ○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80

해양수산과 ○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 50

해양수산과 ○ 어업 미끼(게)구입 지원 80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 조성사업(꼬막, 해삼 등) 439

해양수산과 ○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50

해양수산과 ○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50

해양수산과 ○ 김산업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 50

해양수산과 ○ 화산 관동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100

해양수산과 ○ 화산 구성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200

해양수산과 ○ 송지 어불도 해안가 옹벽 보강공사 300

해양수산과 ○ 송지 사구 선착장 정비공사 200

해양수산과 ○ 황산 징의 선착장 보강공사 300

해양수산과 ○ 산이 구성 선착장 보강공사 200

해양수산과 ○ 문내 궁항 선착장 정비공사 200

해양수산과 ○ 어항 안전시설 설치 100

해양수산과 ○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설계용역 200

해양수산과 ○ 어항 내 퇴적토 준설사업 1,000

해양수산과 ○ 어선 간이 수리용 레일 도크장 설치사업 200

해양수산과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500

해양수산과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지특) 406

해양수산과 ○ 해상양식장 관리기설치 180

해양수산과 ○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지원 100

해양수산과
○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300

해양수산과 ○ 자동화 탈수기 지원 150

유통지원과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 시설지원 346

유통지원과 ○ 고품질 대표 브랜드쌀 친환경 해충
방제용 열풍기 구입 지원

83

유통지원과 ○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0

유통지원과 ○ 물류공동이용 지원 119



유통지원과 ○ 해남쌀 소비촉진 협찬 광고 50

유통지원과 ○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314

유통지원과 ○ 군 브랜드「땅끝햇살」쌀 출하장려금 200

유통지원과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 100

유통지원과 ○ 고구마 브랜드포장재 지원 75

유통지원과 ○ 농수특산물 광고 108

유통지원과 ○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00

유통지원과 ○ 절임배추 박스 지원 450

유통지원과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50

유통지원과 ○ 농촌융복합사업 경영체 지원 100

문화관광과 ○ 청소년 해남예술 아카데미 운영 30

문화관광과 ○ 제33회 해남예술제 20

문화관광과 ○ 고산 문학 축전 50

문화관광과 ○ 오기택배 전국 가요제 30

문화관광과 ○ 땅끝매화축제 45

문화관광과 ○ 흑석산철쭉제 30

문화관광과 ○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 20

문화관광과 ○ 읍지 편찬 사업 60

문화관광과 ○ 제27회 전국국악 경연대회 50

문화관광과 ○명량역사체험마당 55

지역개발과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0

지역개발과 ○ 소상인 지원사업(이자) 50

지역개발과 ○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119

지역개발과 ○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656

지역개발과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 182

지역개발과 ○식품특화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0

지역개발과
○ 건강보험공단~명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0

지역개발과 ○ 고도~남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

지역개발과 ○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200

지역개발과 ○황산면우항리도시계획도로아스콘 포장공사 150

지역개발과 ○ 신명A~5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



지역개발과 ○ 매일시장 추가 편입부지 매입 680

지역개발과 ○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100

지역개발과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82

지역개발과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00

안전건설과 ○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70

안전건설과 ○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70

안전건설과 ○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장비임차료 84

안전건설과 ○ 예비군육성지원 93

안전건설과 ○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20

안전건설과 ○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L=250m) 130

안전건설과 ○ 현산 만안 소하천 정비공사(L=150m) 150

안전건설과 ○ 현산 상구시 소하천정비공사(L=220m) 150

안전건설과 ○ 현산 학의 소하천 정비공사(L=500m) 200

안전건설과 ○ 송지 송종천 정비공사(L=450m) 400

안전건설과 ○ 삼산 목신 양수장 설치공사 350

안전건설과 ○ 현산 하구시 양수장 설치공사 340

안전건설과 ○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

안전건설과 ○ 옥천 도림~용심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

안전건설과 ○ 화산 농어촌도로 301호선 포장공사 100

안전건설과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

안전건설과 ○ 군도 소파보수 200

환경교통과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240

환경교통과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67

환경교통과 ○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337

환경교통과 ○ 소각시설물 유지보수 150

환경교통과 ○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400

환경교통과 ○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70

환경교통과 ○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50

환경교통과 ○ 환경영향마을 주민지원금 60

환경교통과 ○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 55

환경교통과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60

환경교통과 ○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1,178



환경교통과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61

환경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12

환경교통과 ○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32

환경교통과 ○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234

환경교통과 ○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4개소) 749

환경교통과 ○ (구)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256

환경교통과 ○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909

환경교통과 ○ 신호제어기 교체 108

환경교통과 ○ 신호등 철거 후 신설 100

환경교통과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200

산림녹지과 ○임업인교육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 6

산림녹지과 ○ 우량종묘 생산 상토 구입지원 18

산림녹지과 ○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 68

산림녹지과 ○ 톱밥표고버섯 배지 및 종균 구입지원 209

산림녹지과 ○ 가로수,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 50

산림녹지과 ○생활불편재해위험노거수등 수목제거사업 100

보건소 ○ 의약품 구입 116

보건소 ○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 지원 60

보건소 ○ 의약품(18개진료소) 133

보건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설치 99

보건소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801

보건소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16

보건소 ○ 셋째아 이상 소득초과 가정 기저귀 지원 114

보건소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100

농업기술센터 ○ 계절꽃 육묘자재 구입 54

농업기술센터 ○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 86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 598

농업기술센터 ○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008

농업기술센터 ○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300

농업기술센터 ○ 귀농인 정착 지원 100

농업기술센터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0

농업기술센터 ○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 147



관광지관리사업소 ○ 공룡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

관광지관리사업소 ○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80

관광지관리사업소 ○공룡화석지야외학습장막구조및 바닥설치 400

관광지관리사업소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신규 구입 170

관광지관리사업소 ○ 도립공원내 공중 장애인화장실 증축 120

관광지관리사업소 ○ 문학관 화장실 건립 120

관광지관리사업소 ○ 문학관 장미정원 조성 15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13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8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6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제30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75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스토브리그 개최 6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95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9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레슬링대회 개최 15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시도대항 볼링 대회 7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종별 태권도대회(고등부,일반부) 19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2018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12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제10회문화체육관광부전국생활체육등산대회 6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제51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여학생종
별탁구대회 겸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85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우수공연·전시 출연료 9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150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우슬체육공원 휴게공간 및 족구장 설치 150

상하수도사업소 ○ 옥천 이목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40

상하수도사업소 ○ 화산 관동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00

상하수도사업소 ○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120

상하수도사업소 ○ 옥천 송산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80

상하수도사업소 ○ 옥천 동리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

상하수도사업소 ○ 옥천 화당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

상하수도사업소 ○ 해남정수장 관사 재건축 200

상하수도사업소 ○ 가정급수 신규설치공사 400



상하수도사업소 ○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 100

축산진흥사업소 ○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00

축산진흥사업소 ○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50

축산진흥사업소 ○ 한우면역증강제 지원사업 50

축산진흥사업소 ○낙농착유장세정수정화처리시설 설치지원 132

축산진흥사업소 ○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35

축산진흥사업소 ○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47

축산진흥사업소 ○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162

축산진흥사업소 ○ 한우 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사업 36

축산진흥사업소 ○ 소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지원사업 16

축산진흥사업소 ○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162

축산진흥사업소 ○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 500

축산진흥사업소 ○ 축사입구 차량소독기 지원사업 25

축산진흥사업소 ○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65

축산진흥사업소 ○ 퇴비 운반장비 지원사업 48

축산진흥사업소 ○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24

축산진흥사업소 ○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24

축산진흥사업소 ○ 가금류 환기시설(환풍기) 지원사업 10

축산진흥사업소 ○ 양봉기자재(천연밀랍벌꿀) 지원사업 35

축산진흥사업소 ○ 흑염소 카우브러쉬 설치 지원사업 4

축산진흥사업소 ○ 워터컵(자동물 공급기) 지원사업 1

축산진흥사업소 ○ 분뇨 흡입 전동차 지원사업 8

축산진흥사업소 ○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한우,젖소) 275

축산진흥사업소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정비 90

축산진흥사업소 ○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 56

축산진흥사업소 ○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 75

축산진흥사업소 ○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53

축산진흥사업소 ○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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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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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91 218 288 502,267 463,028 39,239

본청 14 69 165 213 438,584 391,975 46,609

직소기관 2 9 23 42 22,112 17,960 4,152

사업소 5 12 29 29 41,571 43,093 -11,5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
정운영공개/성과계획서)

http://www.hae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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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60.42 24.38 30.99 52.49 141.9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
정운영공개/2018년 세입세출예산)

http://www.hae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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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7 23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36
지방보조금 30,607 20,190 -10,41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04 1,7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09
공무원 일‧숙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최근 3년간(15~17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 평균액대비
0.35% 증액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가능하나, 해남군은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
추진비는 동결 / 2017년 편성액 - 단체장 : 52,800천원, 부단체장 : 36,300천원

▸지방의회관련경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해남군 지방의회관련경비 한도액은 203,096천원
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과목구분 없이 자율편성.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으로 초청 및 참가를 위해 
30% 범위 내 증액가능

▸지방보조금 기준액 : 전년도 기준액(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2017년도 기준액 : 28,217,10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61,000원/1인당 × 1,300명 = 1,509,300천원

▸일숙직비 : 1일(1야)당 60,000원까지 편성가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