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751,767 1,764,003 1,785,257 1,797,014 1,834,606 8,932,647 1.20

자 체 수 입 744,439 731,441 765,396 804,424 845,845 3,891,545 3.20

이 전 수 입 322,287 329,338 337,161 346,035 366,021 1,700,842 3.20

지 방 채 31,000 32,000 33,000 34,000 35,000 165,000 3.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4,041 671,224 649,700 612,555 587,740 3,175,260 △2.60

세        출 1,751,767 1,764,003 1,785,257 1,797,014 1,834,606 8,932,647 1.20

경 상 지 출 571,883 564,555 575,085 583,499 593,315 2,888,337 0.90

사 업 수 요 1,179,884 1,199,448 1,210,171 1,213,515 1,241,291 6,044,309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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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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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8 43,0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1,3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0

(아동친화도시 운영 외 59개 사업)
41,2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사업 외 3개 사업*)
46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감사위원회의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사업, 농업기술센터의 
3건(식량작물 안정생산시범, 과수육성시범, 새기술실증포 운영사업) 총 4건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ejong.go.kr/cop/bbs/BBSMSTR_000000002148/selectBoardList.do

(세종특별자치시청 재정공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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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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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모델안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안 3은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가능하게 하는 분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각 실국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3안을 채택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132,000 16,732 3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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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6,732

노인보건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 6,260

주민제안
사업

전의면(지역공동체과) 전의면 신방리 일대 도로포장 26

안전총괄과 보도 및 BRT도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40

고운동(산림공원과) 고운동 내 꽃길 조성 18

도로과, 교통과 방지턱 및 교통 신호체계 건의 40

교통과 주차시설 부족 해소 541

지역공동체과 눌왕2리 농로개설공사 외 15건 1,640 숙원사업

읍·면·동 봉산리 도로포장공사 외 263건 7,105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읍·면·동 조치원 제1복컴 리모델링 보강공사 외 62건 1,062
주민세 

환원사업

☞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크게 주민제안사업,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세 환원사업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예산 반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제안사업 

시민의견수렴

(제안사업신청)
부서별 실무검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사업심의
예산심의 및 편성

• 숙원사업(시설비)

 사업발굴 및 읍면동 예산협의회 

사업심의(읍면동)

 취합․검토 후 예산요구

(지역공동체과)
예산심의 및 편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액 배분

(예산부서→읍면동)

사업 발굴 및 읍면동 

예산협의회 사업심의

(읍면동)

한도액 내 

예산요구

(읍면동→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편성

• 주민세 환원사업

읍면동별 주민세 균등분

 납부액 산정․배분

(예산부서→읍면동)

사업 발굴 및 읍면동 

예산협의회 사업심의

(읍면동)

한도액 내 

예산요구

(읍면동→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편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ejong.go.kr/cop/bbs/BBSMSTR_000000002148/selectBoardList.do

(세종특별자치시청 재정공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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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8 121 226 289 1,305,510 1,114,092 191,418

감사위원회 1 1 2 2 192 231 △40

대변인 1 1 3 3 3,658 2,843 815

총무과 1 3 6 8 110,185 99,645 10,540

기획조정실 1 9 22 29 30,103 31,343 △1,240

시민안전국 1 7 16 16 42,028 46,208 △4,180

균형발전국 1 17 31 34 116,675 104,358 12,317

행정복지국 1 19 40 46 376,122 309,202 66,920

경제산업국 1 19 29 41 111,203 98,806 12,397

건설교통국 1 10 20 35 229,759 223,895 5,864

환경녹지국 1 11 17 22 113,812 69,531 44,281

소방본부 1 3 6 4 71,594 38,299 33,295

의회사무처 1 1 4 2 5,829 4,912 917

보건소 1 2 3 17 20,958 20,906 53

농업기술센터 1 3 9 13 7,547 7,286 261

조치원소방서 1 2 2 3 1,477 1,176 300

시설관리사업소 1 9 11 9 32,684 28,768 3,916

동물위생시험소 1 1 2 2 2,863 2,007 856

읍면동사무소 - - - - 27,229 23,388 3,842

세종소방서 1 3 3 3 1,591 1,286 3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ejong.go.kr/cop/bbs/BBSMSTR_000000002148/selectBoardList.do

(세종특별자치시청 재정공시 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9.21 72.95 23.56 46.84 35.44 1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ejong.go.kr/cop/bbs/BBSMSTR_000000002148/selectBoardList.do

(세종특별자치시청 재정공시 자료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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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26

120
△22

부단체장 8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42 794 △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5

12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2

의원국외여비 58

지방보조금 79,662 36,490 △43,17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88 1,588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만원(1인당) 3,047

공무원 일‧숙직비 6만원(1일 단가) 624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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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fin.mois.go.kr)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어,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이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됨에 따라 총액배분 한도 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