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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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786,242 1,796,786 1,804,213 1,835,254 1,948,292 9,170,788 2.2

자 체 수 입 789,567 831,911 790,429 796,658 837,279 4,045,844 1.5

이 전 수 입 378,406 430,617 455,974 475,418 503,195 2,243,610 7.4

지 방 채 109,100 65,500 85,050 65,150 39,000 363,800 △22.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9,170 468,758 472,760 498,028 568,818 2,517,534 2.8

세 출 1,786,242 1,796,786 1,804,213 1,835,254 1,948,292 9,170,787 2.2

경 상 지 출 597,641 583,436 614,925 672,090 749,780 3,217,872 5.8

사 업 수 요 1,188,601 1,213,350 1,189,289 1,163,163 1,198,513 5,952,916 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재정규모는 최종예산 전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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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44,8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 11,6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10,40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22,85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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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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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4,748 14,058 690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주민주도형 사업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74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01개 사업 14,05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금천1~영대1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 69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자료실)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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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20 142 264 336 1,443,827 1,356,693 87,134
감사위원회 1 1 2 2 1,962 1,857 105

본청(대변인·운영지원과) 1 4 9 11 130,695 130,212 482
기획조정실 1 9 18 26 21,541 25,371 △3,830
시민안전실 1 9 17 20 37,739 42,280 △4,541
자치분권국 1 8 17 21 30,031 32,284 △2,254

문화체육관광국 1 9 18 22 120,154 134,293 △14,140
보건복지국 1 18 34 46 382,752 345,985 36,767
경제산업국 1 20 36 50 125,299 101,623 23,675
도시성장본부 1 11 22 22 60,423 48,646 11,777
건설교통국 1 12 22 28 254,519 212,683 41,835
환경녹지국 1 12 17 25 87,885 89,427 △1,542
소방본부 1 3 5 6 89,308 73,709 15,599
의회사무처 1 1 4 2 6,429 5,987 442

보건환경연구원 1 4 11 7 7,219 6,131 1,088
보건소 1 3 3 18 22,400 24,813 △2,413

농업기술센터 1 3 8 14 7,132 6,405 727
조치원소방서 1 2 2 3 1,873 1,948 △75
세종소방서 1 3 3 3 2,191 2,079 112

시설관리사업소 1 8 13 8 19,085 19,997 △913
공공건설사업소 1 2 3 2 4,913 19,882 △14,969
읍면동사무소 - - - - 30,278 31,079 -80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자료실)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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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1 65.22 29.8 39.11 41.07 15.1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자료실)

https://www.sejong.go.kr/bbs/R0099/list.do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05,096 535 70 46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1,117,266 1,242,038 1,503,339 1,551,613 1,605,096

국외여비 총액
(B=C+D) 573 886 897 960 535

국외업무여비(C) 64 58 81 67 70

국제화여비(D) 509 828 816 893 465

비율 0.05 0.07 0.06 0.06 0.03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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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598 7,268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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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800,000 984,000 1,132,000 1,155,000 1,200,598

행사･축제경비 7,828 7,776 7,347 7,143 7,268

비율 0.98 0.79 0.65 0.62 0.61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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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203 120 84 0.3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6 226 203 203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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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850 833 0.9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42 708 794 839 8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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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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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487 191 192 77 26 0.9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33 333 395 451 4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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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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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20 32,362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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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63 34,910 36,490 35,288 32,36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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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608 3,334 1.28

공무원 일‧숙직비 1,914 91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07 2,480 0.75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2,608명 ×연평균 지급액 1.28백만원 = 3,334백만원

※ 대상인원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시 정원(’19. 7. 30.) 기준

계 일반직 소방직 공무직 시의원
2,608 1,707 456 427 18

- 공무원 일·숙직비

· 본청 숙직(매일 야간) : 3명 × 365일 × 5만원 = 54.75백만원

· 본청 일직(휴일 주간) : 5명 × 115일 × 5만원 = 28.75백만원

·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재택(평일) : 1명 × 167일 × 2만원 = 3.34백만원

·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일직(휴일 주간) : 1명 × 77일 × 5만원 = 3.85백만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240명 ×연평균 지급액 482만원 = 1,158백만원

· 이장 : 256명 ×연평균 지급액 468만원 = 1,198백만원

· 반장 : 2,517명 ×연평균 지급액 4.9만원 = 124백만원

※ 보상금 지급기준은 (통장·이장) 기본수당 월 30만원, 상여금 6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반장) 상여금 5만원이나, 향후 동 신설에 따라 통·반이 도중에 새로 구성되는 등 변화될

사항이 있어, 인당 연간 보상금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통·리·반장 인구는

공시 시점의 읍·면·동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