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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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18,560

여성정책추진사업 10 1,3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11,46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5,75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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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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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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안 3은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가능케하는 분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분과의 성격에 따라 각 실국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제3안을 채택하였음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984,000 4,651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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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수립및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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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수립및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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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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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651

건축과 읍면지역 주거여건 개선 462 계속사업

지역개발과 내판2,3,4,5리 진출입로 도로폭 확장 60 신규사업

환경정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110 계속사업

치수방재과 연서면 성제2리 하천정리 50 신규사업

지역개발과 조치원읍 산막1길,2길,3길,4길 일대 경로당 건립 360 〃

장군면 장군면 비학산길 유형관 설치 50 〃

치수방재과 소하천 제방공사 70 계속사업

보건소 공황장애진단자 병원 약재비 50%지원 50 〃

지역개발과 전동면 보덕2리 마을회관 신(증)축 180 신규사업

일자리정책과 도시가스 설치 2,100 계속사업

도로과 도로 신설(조치원 대동초 옆) 700 신규사업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459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sejong.go.kr >행복도시 세종>분야별정보> 열린행정> 예산/결산정보> 예산정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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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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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11 227 274 1,114,092 891,922 222,170

감사위원회 1 1 2 2 231 294 △62

본청 1 4 8 11 102,489 88,994 13,494

기획조정실 1 8 20 26 31,576 25,701 5,876

시민안전국 1 16 29 32 104,207 92,536 11,672

균형발전국 1 15 26 31 111,733 61,577 50,155

행정복지국 1 18 45 45 310,188 251,906 58,282

경제산업국 1 16 31 38 88,214 103,490 △15,276

건설도시국 1 12 28 37 239,009 176,932 62,077

소방본부 1 3 6 6 38,299 22,824 15,475

의회사무처 1 1 4 2 4,912 4,160 753

보건소 1 2 4 17 20,500 14,301 6,198

농업기술센터 1 3 8 14 7,286 6,497 789

조치원소방서 1 1 1 1 1,176 1,151 25

시설관리사업소 1 9 12 9 28,768 23,558 5,211

가축위생연구소 1 1 2 2 2,007 2,969 △963

읍면동사무소 0 0 0 0 22,210 14,195 8,015

세종소방서 1 1 1 1 1,286 836 45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www.sejong.go.kr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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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1 80.11 21.37 48.4 34.01 15.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www.sejong.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3 133 -

부단체장 93 9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6 708 △12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06 1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79 179 -

의원국외여비 30 49 19

지방보조금 63,342 34,910 △28,43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44 1,544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63천원
(1인당 평균)　

2,766
(전체 편성액)

-

공무원

일 숙직비
(단위:천원)

일 직 비 60
(1인/1일당)

60
(1인/1일당)

-

숙 직 비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

50
(1인/1야당)

50
(1인/1야당)

-

숙 직 비
(숙직근무종료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

60
(1인/1야당)

60
(1인/1야당)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어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이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국외여비

▪ 기준액 = 의원정수(15명) * 2,000천원(기준액)

▪ 편성액 = (의원정수(15명) * 2,500천원①) + (37,500천원 * 30%②)

①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25%범위 내에서 기준액 조정가능(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예외적 사항을 감안하여 30% 추가편성가능(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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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계 1,999 7,976

인건비 절감 27 918

지방의회경비 절감 117 62

업무추진비 절감 147 28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49 △97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59 7,786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95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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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계 △2,477 △2,09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233 4,3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68 △5,250

경상세외수입 확충 1,288 26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44 △998

탄력세율 적용 △686 △419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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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