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함양군수(인)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242억원(일반회계 4,776억원)

으로, 전년 예산대비 2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94억원)보다 452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9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1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0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25%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작년대비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군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임대열(055-960-484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5,242 5,022 220 5,694 4,909 785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5,242 5,022 220 5,694 4,909 785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0.04 5.51 4.53 10.97 9.97 1
재 정 자 주 도 59.25 56.82 2.43 60.73 58.71 2.02
통 합 재 정 수 지 0.8 24.35 △23.55 49 60 △11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17 3.4 0.77 4.27 4.01 0.26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71.97 71.29 0.68 61.8 47.3 14.5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95 0.91 0.04 0.94 0.93 0.01
시책추진 2.37 2.25 0.12 2.25 2.37 △0.12

지방의회 관련경비 1.84 1.69 0.15 1.69 1.65 0.04
지 방 보 조 금 216.4 178.1 38.3 147.6 134.2 13.4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나)
20개 단체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4,236 477,681 0 24,442 22,1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5,920 385,075 459,060 502,282 524,2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군 20년 세입예산은 524,2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5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세입규모 1,14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기금에서 544백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기준으로 22,553백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이유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338 100 360,345 100 418,342 100 455,128 100 477,681 100

지 방 세 13,117 4.04 13,900 3.86 14.041 3.36 14,569 3.20 27,260 5.71

세외수입 10,350 3.19 9,972 2.77 10.139 2.42 10,491 2.31 20,688 4.33

지방교부세 134,974 41.62 154,679 42.93 191.000 45.66 218,553 48.02 218,096 45.66

조정교부금 등 11,050 3.41 12,050 3.34 15.000 3.59 15,000 3.30 17,000 3.56

보 조 금 131,243 40.46 132,524 36.78 134.320 32.11 141,841 31.17 144,547 30.26

지 방 채 0 0 0 0 0 0.00 2,046 0.45 2,455 0.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605 7.28 37,220 10.33 53.843 12.87 56,629 11.56 47,635 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4,236 477,681 0 24,442 22,1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5,920 385,075 459,060 502,282 524,2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군 20년 세출예산은 524,2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5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4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22,553백만원 증가, 기금 544백만원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는 주민의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338 100 360,345 100 418,342 100 455,128 100 477,681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2,658 6.99 29,112 8.08 40,378 9.65 31,116 6.84 32,799 6.87

공공질서 및 안전 7,442 2.29 2,780 0.77 2,879 0.69 5,659 1.24 10,688 2.24

교 육 3,080 0.95 3,212 0.89 3,180 0.76 3,396 0.75 2,704 0.57

문화 및 관광 19,427 5.99 23,330 6.47 29,750 7.11 30,559 6.71 37,029 7.75

환 경 보 호 20,390 6.29 26,412 7.33 30,863 7.38 34,795 7.65 38,100 7.98

사 회 복 지 62,637 19.31 63,975 17.75 70,144 16.77 76,067 16.71 83,019 17.38

보 건 3,886 1.20 4,040 1.12 5,982 1.43 9,672 2.13 9,721 2.04

농 림 해 양 수 산 85,384 26.33 87,725 24.34 95,498 22.83 102,730 22.57 99,494 20.83

산업 중소기업 3,154 0.97 7,228 2.01 6,428 1.54 8,965 1.97 9,677 2.03

수송 및 교통 9,279 2.86 9,367 2.60 19,686 4.71 23,691 5.21 20,193 4.23

국토 및 지역개발 25,332 7.81 28,842 8.00 35,507 8.49 47,374 10.41 56,034 11.73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11,604 3.58 22,461 6.23 24,608 5.88 24,271 5.33 19,547 4.09

기 타 50,067 15.44 51,861 14.39 53,439 12.77 56,832 12.49 58,676 12.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
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02,282 524,236 21,954 4.37

자치단체 502,282 524,236 21,954 4.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ygn.go.kr/opendata/00186/04194.web)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10.04
(20.01)

477,681
(477,681)

47,948
(95,583)

379,643
(379,643) 2,455 47,63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24

(14.51)
6.62

(16.95)
5.78

(18.65)
5.51

(17.07)
10.04

(20.0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19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년 유사 지

자체 평균에 근접할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합계에 차지하는 자체세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으로 지방세재 개편·체납징수제도 강화 등 자체세입확충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보로 이전재원의 증대 그리고 정부 재정분권으

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 보전지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

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

미이며 2020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59.25
(69.23)

477,681
(477,681)

283,044
(330,679)

144,547
(144,547) 2,455 47,63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2.26
(59.24)

52.89
(63.22)

55.02
(67.89)

56.82
(68.39)

59.25
(69.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합니다.

이는 재정자주도의 지표가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구조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을 잘 활

용하고 자체세입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

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

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5,917 479,794 3,197 6,543 3,347 47,304 483,141 △47,224 80

일반회계 427,726 462,782 0 9 9 40,000 462,791 △35,066 4,934

기타
특별회계 7,624 15,640 3,197 6,534 3,338 7,304 18,978 △11,354 △4,050

기 금 567 1,372 0 0 0 0 1,372 △804 △80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5,161 △33,849 △47,427 △47,936 △47,224

통합재정수지 2 10,939 1,155 10,076 2,435 80

☞우리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통합재정수지 대비 2020년에 2,355백만원 감소한 원인은 2019년 대비 지출의 증가(23,121백

만원)와 순융자의 증가(61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의 감소(3,067백만원)에 기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

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2,004 589,164 606,839 625,044 643,795 3,036,846 3.00

자 체 수 입 51,165 52,716 54,072 55,747 57,492 271,192 3.00

이 전 수 입 441,134 467,597 491,436 512,136 533,284 2,445,587 4.90

지 방 채 2,456 0 0 0 0 2,456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249 68,851 61,331 57,161 53,019 317,611 △9.00

세 출 572,004 589,164 606,839 625,044 643,795 3,036,846 3.00

경 상 지 출 102,813 92,476 93,253 97,767 102,400 488,709 △0.10

사 업 수 요 469,191 496,688 513,586 527,277 541,395 2,548,137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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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27,9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6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20,57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6,74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인지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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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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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함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600 3,600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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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사업
건설교통과 대병 사면 보강공사 30 함양읍

상동 상동 후동 환경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기동 뱀골저수지 배수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관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학동 음나무골 농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본백 방고개 농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척지 도수로 복개 25 함양읍

상동 상동 상백 구리실골 사면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남산 농로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신기 마을회관 앞 도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대덕저수지 쉼터 정비사업 10 함양읍

상동 상동 관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삼휴마을 뒷길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구만 정자 설치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조동 마을 뒤 농로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원구 독점골 농로 확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시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내곡 마을회관 뒤 진입로 확장공사 20 함양읍

상동 상동 상죽 배수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상죽 마을안길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외마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매암마을 주민쉼터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양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0 마천면

상동 상동 음정마을 세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하정마을 모래는골 농로 개설공사 30 마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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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도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금계마을 안길, 세천 정비공사 40 마천면

상동 상동 원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마천면

상동 상동 양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등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 마천면

상동 상동 금반마을 앞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목현 몽룡골 농로 확장공사 30 휴천면

상동 상동 한남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송전(세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휴천면

상동 상동 백연(고정)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 휴천면

상동 상동 산두 까치박골 세천 정비공사 40 휴천면

상동 상동 임호 화장골 농로정비공사 40 휴천면

상동 상동 대포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 휴천면

상동 상동 고태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공사 25 휴천면

상동 상동 동호마을 앞들 농로 보수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손곡마을안길 석축설치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화암 마을공동창고 지붕보수공사 24 유림면

상동 상동 옥산마을 윗들 농로정비공사 25 유림면

상동 상동
회동마을 농로 차량대피소 및 배수로

재설치공사
35 유림면

상동 상동 화촌마을 앞들 배수로 재설치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국계마을 옆들 용수로 재설치공사 33 유림면

상동 상동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재궁마을안길 옆 석축설치공사 28 유림면

상동 상동 웅평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5 유림면

상동 상동 미동뒷들 농로법면정비사업 22 수동면

상동 상동 부생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수동면

상동 상동 내산치라골 제방농로포장공사 35 수동면

상동 상동 구라뒷들 농로법면정비사업 30 수동면

상동 상동 서평뒷들 농로포장공사 15 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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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외산앞들 세천정비사업 15 수동면

상동 상동 효리뒷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수동면

상동 상동 가성소교량 확장공사(2개소) 32 수동면

상동 상동 가성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13 수동면

상동 상동 도북 서만들 세천정비사업 50 수동면

상동 상동 본통 솔비골 세천정비사업 25 수동면

상동 상동 동구 뒷들 농로정비공사 13 수동면

상동 상동 거평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지곡면

상동 상동 남효마을안길 복개공사 45 지곡면

상동 상동 섬들농로 재포장공사 35 지곡면

상동 상동 공배마을진입로 확장공사 22 지곡면

상동 상동 부야신영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지곡면

상동 상동 시목소교량 정비사업 25 지곡면

상동 상동 음지주암세천 정비사업 30 지곡면

상동 상동 계곡지농로 정비공사 40 지곡면

상동 상동 공배섬들배수로 정비공사 30 지곡면

상동 상동 정취골소교량 설치사업 33 지곡면

상동 상동 귀곡(덕골) 농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관북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동촌(실미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숙림 앞들 농로 개설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월림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신당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교북리 하천옛길복원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상비마을 농로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덕산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독자(굼들들) 농로포장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율림(장자동) 진입로 정비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교동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관동(곰실골) 농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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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봉산마을회관 비가림막 설치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하비마을 앞 교량 정비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마암(갈박골) 농지 진입로 정비사업 30 안의면

상동 상동 송계 윗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물베미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5 서하면

상동 상동 월평 건너들 농로정비사업 10 서하면

상동 상동 중산마을 옆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봉전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다곡 반나들 아스콘 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우전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15 서하면

상동 상동 송계 건너들 경작로 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오현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35 서하면

상동 상동 호성 윗골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반정마을 뒷들 농포 확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신기병모간들 아스콘포장사업 25 서하면

상동 상동 신기마을 상보 보수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조산 벌골 도수로 설치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맹동 빨래터 정비사업 20 서상면

상동 상동 식송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피적래 앞들 농로보수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봉정 안뜰 농로법면 정비공사 30 서상면

상동 상동 구평 뒤뜰 농로포장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노상 가르골 농로포장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추상 뒤뜰 농로 법면정비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방지 뒤뜰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대로 안뜰 농로법면 정비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도천 널뜰 수로관 정비사업 20 서상면

상동 상동 도천 널뜰 농로보수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맹동마을 안길 축대정비사업 15 서상면

상동 상동 방지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5 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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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식송 오리농장 배수로 설치사업 15 서상면

상동 상동 더덕재 농로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평정 안길 배수로 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평정마을 농로정비 공사 50 백전면

상동 상동 서백 농로 확포장공사 30 백전면

상동 상동 동백 앞들 농로보수공사 25 백전면

상동 상동 백운하조 안길 확포장공사 50 백전면

상동 상동 백운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중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백전면

상동 상동 재끝양지 농로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내천 배수로 정비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상대평 뒷들 농로 확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가촌마을 농로 포장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송평(연덕지구) 농로 보수공사 30 병곡면

상동 상동 원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25 병곡면

상동 상동 마평 뒷들 배수로 보수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도천농로 포장공사 30 병곡면

상동 상동 축동마을 창고앞 화장실 설치사업 20 병곡면

상동 상동 안연서 진입로옆 배수로 보수사업 25 병곡면

상동 상동 옥계(원산지구) 농로 대피소 설치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망월(다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월암저수지 인근 농로 보수사업 20 병곡면

상동 상동 덕평(도란들) 농로 확포장사업 30 병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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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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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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00 233 234 502,122 480,712 21,410

의사사무

기    구
1 1 3 2 926 1,030 △104

본    청 1 9 14 11 27,948 39,377 △11,429

행 정 국 6 31 71 79 205,712 188,327 17,385

안전건설

지 원 국
7 29 72 69 176,777 161,448 15,329

직속기관 1 3 11 12 8,767 9,716 △949

농업기술

센    터
3 17 38 43 46,831 45,224 1,607

사 업 소 2 10 24 18 30,724 31,500 △776

읍    면

사 무 소
0 0 0 0 4,440 4,088 35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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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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59.25 17.38 36.72 47.88 95.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예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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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02,122  417  277  140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50,200 378,903 440,810 480,712 502,122

국외여비 총액
(B=C+D) 230 307 338 340 417

국외업무여비(C) 129 208 242 242 277

국제화여비(D) 101 99 97 98 140

비율 0.07 0.08 0.08 0.0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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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양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7,681 7,197 1.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24,338 360,345 418,342 455,128 477,681

행사 축제경비 4,879 5,201 6,759 7,129 7,197

비율 1,50 1,44 1,62 1.5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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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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95 95 56 39 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5 89 91 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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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37 1.0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6 205 226 225 237

   ☞ 국제행사(엑스포) 개최에 따른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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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양군의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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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184 47 86 36 15 0.9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5 151 179 169 18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2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197 21,640 97.4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789 10,288 14,196 17,810 21,64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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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50 1,043,800 1,228

공무원 일 숙직비 1,642.5 98,55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59 1,397,379 5,395

☞ 우리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산출내역은 복지포인트는 612,000천원(850명*720천원),

단체보험 261,800천원(850*308천원), 건강검진 170,000천원(850명*200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의 산출내역은 98,550천원(4.5명*60천원*365일)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의

산출내역은 기본수당 934,959천원, 상여금 155,400천원, 회의참석수당 124,320천원, 반장활동비

27,300천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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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1,527 2,110

인건비 절감 5,778 1,100

지방의회경비 절감 4 199

업무추진비 절감 21 7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43 △89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981 1,63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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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276 6,152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04 21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238 △812

경상세외수입 확충 848 6,63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86 11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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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

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

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