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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주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성 주 군 수

◈ 우리 성주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53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422억원)보다 892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9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1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7억원

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1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91%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0.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

단체 대비 자립정도가 높고, 재정자주도 지표값은 전년도 대비 

높아졌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약간 낮은 편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 우예은(054-93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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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성주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5,330 5,220 310 6,422 5,908 514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5,330 5,220 310 6,422 5,908 514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2.12 11.42 0.7 10.29 10.48 △0.19
재 정 자 주 도 60.91 55.91 5 61.47 56.73 4.74
통 합 재 정 수 지 0 △109 109 49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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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2 -
행 사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42 40 2 51 50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 2 2 -
시책추진 2 2 - 2 2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 2 2 -
지 방 보 조 금 89 92 △3 163 1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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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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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성주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3,000 491,300 0 27,100 34,6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10,617 460,926 497,917 522,000 553,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세입예산 규모의 평균증가율은 7.75%이며,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하였음. 이는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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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4,000 100.00% 378,000 100.00% 422,000 100.00% 437,600 100.00% 491,300 100.00%

지 방 세 27,333 8.18% 28,218 7.47% 39,869 9.45% 40,244 9.20% 46,328 9.43%

세외수입 8,476 2.54% 8,624 2.28% 11,595 2.75% 9,711 2.22% 13,232 2.69%

지방교부세 165,895 49.67% 177,729 47.02% 190,418 45.12% 184,724 42.21% 229,671 46.75%

조정교부금 등 6,000 1.80% 6,000 1.59% 10,000 2.37% 10,000 2.29% 10,000 2.04%

보 조 금 109,479 32.78% 134,137 35.49% 143,212 33.94% 155,022 35.43% 171,408 34.8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000 0.2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6,817 5.04% 23,292 6.16% 26,906 6.38% 37,900 8.66% 19,660 4.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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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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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성주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3,000 491,300 0 27,100 34,6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10,617 460,926 497,917 522,000 553,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세출예산 규모의 평균증가율은 7.75%이며,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하였음. 성주군의 세출예산 분야별 변화로 보았을 때 재난방재 분야와 

환경 분야 등이 전년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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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4,000 100% 378,000 100% 422,000 100% 437,600 100% 491,300 100%

일반공공행정 22,286 6.67% 23,877 6.32% 21,934 5.20% 25,518 5.83% 29,169 5.94%

공공질서및안전 11,864 3.55% 12,554 3.32% 15,479 3.67% 16,924 3.87% 21,522 4.38%

교 육 63 0.02% 1,286 0.34% 65 0.02% 84 0.02% 75 0.02%

문화 및 관광 24,175 7.24% 26,162 6.92% 28,473 6.75% 38,078 8.70% 31,646 6.44%

환 경 보 호 31,428 9.41% 35,056 9.27% 44,179 10.47% 39,006 8.91% 54,164 11.02%

사 회 복 지 59,960 17.95% 67,206 17.78% 77,403 18.34% 86,897 19.86% 87,488 17.81%

보 건 5,965 1.79% 7,070 1.87% 8,444 2.00% 7,798 1.78% 8,237 1.68%

농림해양수산 46,407 13.89% 60,086 15.90% 63,541 15.06% 64,102 14.65% 75,115 15.29%

산업 중소기업 3,174 0.95% 3,821 1.01% 7,322 1.73% 8,498 1.94% 11,378 2.32%

수송 및 교통 13,899 4.16% 14,240 3.77% 16,218 3.84% 16,116 3.68% 18,832 3.83%

국토및지역개발 52,880 15.83% 61,321 16.22% 69,545 16.48% 69,938 15.98% 81,164 16.52%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9,759 2.92% 10,621 2.81% 12,012 2.85% 5,237 1.20% 10,066 2.05%

기 타 52,141 15.61% 54,700 14.47% 57,386 13.60% 59,405 13.58% 62,446 12.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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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

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2,007 553,011 31,004 5.94

성주군 522,000 553,000 31,000 5.94

출자 출연기관 7 11 5 54.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 □ 성주군 재정통계의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 예산현황)

출자·출연기관 재정통계의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재정공시(예산)-1-3출자

출연기관 재정통계) https://sj.go.kr/page.do?mnu_uid=345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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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성주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12.12%
(16.12%)

491,300
(491,300)

59,561
(79,221) 411,079 1,000 19,66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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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0.72%

(15.76%)
9.75%

(15.91%)
12.20%

(18.57%)
11.42%

(20.08%)
12.12%

(16.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성주군은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체 세입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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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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성주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60.91%
(64.91%)

491,300
(491,300)

299,232
(318,892) 171,408 1,000 19,66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2.19%
(67.22%)

58.35%
(64.51%)

59.69%
(66.06%)

55.91%
(64.57%)

60.91%
(64.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성주군은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상승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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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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 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성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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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610 509,996 3 1,120 1,117 22,494 511,113 -22,504 -10

일반회계 470,640 480,496 0 0 0 19,660 480,496 -9,856 9,804

기타
특별회계 17,627 26,980 3 120 117 2,834 27,097 -9,470 -6,636

기 금 343 2,521 0 1,000 1,000 0 3,521 -3,178 -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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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6,077 -53,672 -62,129 -42,072 -22,504

통합재정수지 2 902 4,061 785 -10,868 -10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나, 내부거래 등 보전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년도 대비 적자규모가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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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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8,886 663,590 679,984 709,996 729,683 3,432,139 3.00%

자 체 수 입 89,694 91,880 93,477 95,258 97,135 467,444 2.00%

이 전 수 입 461,494 475,900 488,606 515,535 531,421 2,472,956 3.60%

지 방 채 1,000 0 0 0 0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698 95,810 97,901 99,203 101,127 490,739 1.10%

세 출 648,886 663,590 679,984 709,996 729,683 3,432,139 3.00%

경 상 지 출 125,533 122,410 122,077 119,886 120,276 610,182 -1.10%

사 업 수 요 523,353 541,180 557,907 590,110 609,407 2,821,957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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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 1,83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3

성별영향평가사업 6 1,83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 재정공시 - 성인지예산서)

https://sj.go.kr/page.do?mnu_uid=345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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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

산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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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5 8,295 - - - - 285 8,295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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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295

일반참여예산사업 성주읍 경산1리(사골)위험지구정비공사 외 970

일반참여예산사업 선남면 용신1리(띠밭들) 세천정비공사 외 900

일반참여예산사업 용암면 덕평리(원덕평)배수로 설치공사 외 850

일반참여예산사업 수륜면 백운1리(우수동)세천정비공사 외 865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천면 창천1리(천창)배수로 정비공사 외 70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수면 광산1리(광산들)옹벽블럭공사 외 710

일반참여예산사업 대가면 칠봉1리(유촌) 배수로 정비공사 외 700

일반참여예산사업 벽진면 수촌1리(징기) 배수로 개체공사 외 850

일반참여예산사업 초전면 대장3리(노루뫼) 배수로 정비공사 외 900

일반참여예산사업 월항면 대산1리(한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850

▸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 주민참여예산현황)

https://sj.go.kr/page.do?mnu_uid=39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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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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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9 95 110 518,400 476,100 42,300

본청 1 59 95 110 406,193 365,886 40,307

의회사무과 0 0 0 0 1,734 1,717 17

직속기관 0 0 0 0 93,877 93,465 412

읍면 0 0 0 0 16,596 15,032 1,56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 재정공시 –성과계획서)

https://sj.go.kr/page.do?mnu_uid=39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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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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60.91 17.81 32.2 52.89 77.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재정 > 예산현황)

https://sj.go.kr/page.do?mnu_uid=119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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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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400  100  0  100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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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01,000 450,000 486,000 476,100 518,400

국외여비 총액
(B=C+D) 317 337 327 155 100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0

국제화여비(D) 297 317 307 135 100

비율 0.08% 0.07% 0.07% 0.0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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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성주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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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300 4,219 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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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34,000 378,000 422,000 437,600 491,300

행사 축제경비 3,299 3,517 4,145 4,013 4,219

비율 0.99% 0.93% 0.98% 0.92%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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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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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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165 53 36 76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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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55 16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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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223 99.8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8 220 221 222 2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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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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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122 57 45 0 19 83.3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6 139 145 122 12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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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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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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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2 8,913 8,913 0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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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3 7,734 8,407 9,158 8,913

한도 내 0 0 0 9,158 8,913
한도 외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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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 1,705,000 1,421

공무원 일 숙직비 540 187,690 3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30 1,130,290 1,097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 300,000원(상여금 연200%),

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20,000원이며, 반장수당은 연 50,000원입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일당 6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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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329 1,587

인건비 건전운영 444 213

지방의회경비 절감 36 45

업무추진비 절감 4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 1,113

지방보조금 절감 525 23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378 -54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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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591 4,881

지방세 징수율 제고 -695 318

지방세 체납액 축소 301 938

경상세외수입 확충 207 35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8 3,27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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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성주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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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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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성주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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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