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3,110 870,566 884,950 869,544 886,565 4,374,735 0.70

자 체 수 입 181,389 184,668 191,269 198,459 205,864 961,649 3.20

이 전 수 입 577,531 580,272 586,283 562,097 569,900 2,876,083 △0.3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189 105,626 107,398 108,988 110,801 537,002 1.50

세        출 863,110 870,566 884,950 869,544 886,565 4,374,735 0.70

경 상 지 출 134,594 142,309 150,319 191,424 205,022 823,668 11.10

사 업 수 요 728,515 728,257 734,631 678,120 681,543 3,551,066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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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1 34,276

여성정책추진사업 1 1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33,40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715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dong.go.kr 행정정보공개 → 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 →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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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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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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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일반참여예산사업

795,07 2,544 -

▸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관할구역]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544,056

공원녹지과
[구월1동] 전재울근린공원과 자이아파트간 산책로정비 10,000 　

건설과
[구월1동] 호구포로765번길일원 인도정비 484,562 　

공원녹지과
[구월1동] 독점어린이공원시설 개보수 230,000 2018년 완료

공원녹지과
[구월2동] 구월 체육근린공원 시설물정비 180,000 　

교통행정과
[구월2동] 골목길경사구간미끄럼방지아스콘포장사업 30,000 　

건설과
[구월2동] 계단  난간설치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6,000 　

건설과
[구월2동] 보안등 설치 4,480 2018년 완료

공원녹지과
[구월3동] 인주대로 화단 조경 정비사업 7,000 2018년  완료

구월4동
[구월4동] 구월동  349번지 일원 벽화 조성 4,000 　

청소과
[구월4동]

구월말로9번길  상습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18,000 　

간석1동
[간석1동] 국기 게양 꽂이 설치 2,000 　

안전총괄과
[간석2동] 방범용 CCTV 설치 15,000 　

건설과
[간석2동] 내리막길 미끄럼방지 공사 50,540 　

공원녹지과
[간석2동] 용천로  도로변 일대 가로수 수종 변경 150,000 　

교통행정과
[간석3동] 미끄럼방지 포장 13,000 　

건설과
[간석3동] 골목길 도막 포장 4,200 　

건설과
[간석3동] 보안등 설치 2,560 2018년  완료

공원녹지과
[간석4동] 가로수 전지작업 20,000 2018년  완료

건설과
[만수1동] 일방통행로  보행자 안전 확보 70,6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dong.go.kr 행정정보공개 → 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 → 알림마당

부서명

[관할구역]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공원녹지과
[만수1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50,000 　

건설과
[만수2동] 만수시장 주변 도로정비 72,854 　

안전총괄과
[만수2동] 방범 CCTV 설치 15,000 　

공원녹지과
[만수3동] 쇄판어린이  공원 정비 20,000 　

건설과
[만수4동] 만수주공11단지 도로정비 145,700 　

공원녹지과
[만수4동]

아단어린이공원 조경작업 및 
어린이놀이터 앞 정자교체 320,000 　

공원녹지과
[만수4동] 인수공원 환경정비 200,000 　

공원녹지과
[만수4동] 만수중앙로화단 쥐똥나무보식 1,000 2018년 완료

안전총괄과
[만수5동] 방범용 CCTV 설치 15,000 　

건설과
[장수서창동] 운연동 96번지 인근 소하천 교량정비 5,000 2018년 완료

건설과
[남촌도림동] 남촌로108번길 계단 경관개선사업 4,000 　

건설과
[남촌도림동] 남촌초등학교앞 인도 보도블럭교체 120,864 　

문화관광체육
과

[논현1동]
논현중앙공원 배드민턴장정비 25,396 　

교통행정과
[논현1동] 보행자무단횡단방지시설설치 34,000 　

공원녹지과
[논현2동] 듬배산 등산로 일제 정비 30,270 　

건설과
[논현고잔동] 인천논현역 보도 재포장 12,000 　

자동차관리과
[논현고잔동] 버스정류장 부스 설치 요청 136,000 2018년  완료

교통행정과
[논현고잔동]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35,000 장기과제(일부반영)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dong.go.kr 행정정보공개 → 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 → 예산공개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
수

계 12 90 140 184 795,907 726,464 69,443

기획예산실 1 4 4 8 21,392 46,748 △25,356

소통협력담당관 1 1 2 1 56 0 56

감사실 1 1 1 1 84 78 6

홍보미디어실 1 4 4 6 2,975 3,311 △335

자치행정국 1 15 21 38 151,072 134,273 16,799

재정경제국 1 20 34 33 26,772 15,910 10,861

주민생활국 1 19 27 38 467,146 399,143 68,004

건설교통국 1 16 34 39 87,885 86,879 1,006

의회사무국 1 1 2 2 1,705 846 859

보건소 1 5 6 9 21,475 19,448 2,027

남동공단지원사업소 1 1 1 4 2,486 6,116 △3,630

남동다문화사업소 1 3 4 5 4,969 3,955 1,015

동 0 0 0 0 7,889 9,758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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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5 41.13 63.24 18.2 68.75 43.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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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12
66

0
부단체장 4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 240 △1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3

6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0

의원국외여비 51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

지방보조금 6,572 6,489 △8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969 2,96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100 2,100 0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수당 30,350 30,350 0

숙직수당 73,500 73,50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기준액 산

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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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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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95,907  397 78 319  0.05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34,556 564,396 640,181 726,464 795,907

국외여비 총액
(B=C+D)

165 330 356 160 397

국외업무여비
(C)

65 65 65 52 78

국제화여비
(D)

100 265 291 108 319

비율 0.03% 0.06% 0.06% 0.02% 0.05%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67,650 3,609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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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501,709 536,864 603,839 687,730 767,650

행사･축제경비 1,870 2,486 2,181 2,567 3,609

비율 0.37% 0.46% 0.36% 0.37% 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