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전망

 세 입 여 건

□ (자체수입)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 불확실성 확대

○ (지방세)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 둔화될 전망

- 특히, ‘20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 예상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 필요

○ (국고보조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증가율 감소 등은 축소 요인

□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축소 예상



 세 출 여 건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 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예상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 (혁신성장․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정부 역점 전략산업 

적극 육성

(K-뉴딜, 그린뉴딜, 도시재생 등 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 강화)

○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주민 생활 속 안전 강화 등 투자 확대



2. 재정운용 및 군정방향

민선 7기 핵심가치인『무주를 무주답게·군민을 행복하게』실현 및 군정 

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

  민선7기 후반기 「7大 핵심 비전」사업 추진

   (1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조성) 적상산성 종합정비로 적상산성 일대

를 핵심 관광명소화하고 체류형 관광컨텐츠 개발로 1천만 관광객 시

대의 기반을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설립 초석 마련)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글

로벌 국립태권도 교육기관으로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무주 설

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태권시티로서 국제성지의 위상을 강화하

고 지역경쟁력 향상으로 미래 무주 발전의 동력기반 마련

   (꿈과 낭만, 멋과 문화가 있는 남대천의 관광 명소화) 남대천변의 수

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빛과 물의 예술공간 연출로 관광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야간환경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과 체류시간 증대로 무주읍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농촌협약사업 유치와 푸드플랜 완성) 농촌협약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에 필요한 농촌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경제활력을 제

고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푸드플랜 완성으로 건강한 먹거

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소득증대를 실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도시 실현) 무주복합문화도서관 건

립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하고 소통과 문화･복지

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혁신의 공간이자 포용의 공간을 조성하

고, 평생학습도시 인증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

지고 전(全) 생애 학습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



   (군립 요양병원 건립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보

건의료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동부권 거점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체

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

   (매력 넘치는 무주시장 시설 현대화) 아름다운 남대천의 조망권을 활

용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무주만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 넘치는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무

주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지원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및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생활SOC등 살기좋은 안전환경 투자 확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생활SOC등 시급한 

곳에 우선 투자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

자 및 재정지원 확대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업의 혁신성장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