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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봉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도봉구청장 인

◈ 우리 구의 년도 예산규모 세입예산 는 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억원 보다 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 억원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

부금 보조금 은 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는 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입니다

◈ 우리 구의 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 는 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융자지출의 

증가 경상 및 자본지출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경기침체와 낙후된 지역 여건으로 이전재원의 증가 폭 대비 자체

수입의 증가율이 작은 상황으로 이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의 증가폭이 커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의 증가로 자체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사회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율 인상 

등 보조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도봉구청 재정공시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기획예산과 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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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억원

재정운영 결과
도봉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년도 년도 증감 년도 년도 증감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기 금 포 함

6,808 6,108 700 7,077 5,832 1,245
세 출 예 산

기 금 포 함
6,808 6,108 700 7,077 5,832 1,245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8.38
(24.49)

17.80
(25.27)

0.58
(△0.78) 23.36 27.74 △4.38

재 정 자 주 도
47.58
(53.68)

45.28
(53.29)

2.30
(0.39) 47.84 50.13 △2.29

통 합 재 정 수 지 △1.662 △1.104 △0.558 △0.551 △3,200 2,650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2 0 2 2 0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52 44 8 30 24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9 9 0 10 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 방 보 조 금 63 40 22 56 48 7
인 당  기 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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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년도 도봉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백만원

 680,802 613,530 0 11,617 55,6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백만원

 447,256 486,239 552,312 610,832 680,8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최근 년간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로 를 약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의한 일반조정교부금의 확대와

기초연금 수혜범위의 확대 소득 하위 구간 ➝ 소득 하위 구간 최대 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만 세미만 개월미만 ➝ 만 세미만 개월미만

등 복지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의 꾸준한 증가에 의한 것임 또한 자체

세입 중 공동재산세 등의 증가에 의한 지방세수입과 이자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의 증가에 의한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해 세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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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399,832 100 434,417 100 493,119100.01 549,650 100 613,530 100

54,50513.63 57,48913.23 61,04812.38 66,14212.03 80,072 13.05

27,081 6.77 28,350 6.53 30,008 6.09 31,697 5.77 32,717 5.33

4,511 1.13 4,511 1.04 6,497 1.32 9,932 1.81 14,648 2.39

120,62230.17 129,74629.87 136,079 27.6 144,09826.22 164,470 26.81

179,37644.86 186,72142.98 224,18745.46 256,72046.71 284,175 46.32

0 0 0 0 0 0 0 0 0 0

13,737 3.44 27,600 6.35 35,300 7.16 41,061 7.46 37,448 6.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지방세
(80,072 )

세외수입
(32,717 )

지방교부세
(14,648 )

조정교부금
(164,470 )

보조금
(284,175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448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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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년 동안 도봉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년도 도봉구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백만원

680,802 613,530 0 11,617 55,6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447,256 486,239 552,312 610,832 680,8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출의 규모도 함께 증가되고 있음 특히 특별회계 

및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확대에 따라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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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399,832 100 434,416 100 493,119 100 549,652 100 613,530 100

30,238 7.56 38,961 8.97 37,331 7.57 38,043 6.92 41,085 6.70

693 0.17 739 0.17 1,123 0.23 1,026 0.19 1,464 0.24

7,343 1.84 8,419 1.94 9,444 1.92 11,853 2.16 13,577 2.21

3,945 0.99 6,143 1.41 14,110 2.86 12,562 2.29 18,701 3.05

14,569 3.64 15,978 3.68 15,761 3.20 19,816 3.61 20,565 3.35

216,799 54.22 227,699 52.41 266,007 53.94 307,737 55.99 342,027 55.75

11,014 2.75 12,092 2.78 11,810 2.39 11,954 2.17 12,675 2.07

0 0.00 0 0.00 164 0.03 183 0.03 209 0.03

723 0.18 1,177 0.27 1,851 0.38 1,496 0.27 1,847 0.30

6,680 1.67 6,453 1.49 9,215 1.87 12,273 2.23 15,418 2.51

7,113 1.78 11,161 2.57 12,922 2.62 15,226 2.77 20,090 3.2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829 0.96 4,572 1.05 4,952 1.00 6,375 1.16 6,903 1.13

96,886 24.23 101,022 23.25 108,429 21.99 111,108 20.21 118,968 19.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41,085)

공공질서및안전
(1,464)

교육
(13,577)

문화및관광
(18,701)

환경보호
(20,565)

사회복지
(342,027)

보건
(12,675)

농림해양수산
(209)

산업중소기업
(1,847)

15,418

20,090

예비비
(6,903) 기타

(118,968)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 타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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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백만원

630,853 703,532 72,679 11.52

610,832 680,802 69,970 11.45

14,410 15,488 1,077 7.48

5,611 7,243 1,632 29.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도봉구 년 예산 백만원 은

공사 공단 전출금 백만원 및 재단출연금 백만원 포함된 예산

▸ 공사‧공단 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 개 도봉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알림 예산 예산 한눈에 보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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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18.38
(24.49)

613,530
(613,530)

112,789
(150,237)

463,292
(463,292)

0
37,448
(0)

▸ 일반회계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자체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20.40
(23.84)

19.76
(26.11)

18.47
(25.62)

17.80
(25.27)

18.38
(24.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체세입이 적으며 이전재원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가 낮음



- 9 -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

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

미이며 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47.58
(53.68)

613,530
(613,530)

291,907
(329,355)

284,175
(284,175)

0
37,448
(0)

▸ 일반회계 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51.70
(55.14)

50.66
(57.02)

47.38
(54.54)

45.82
(53.29)

47.58
(53.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기초연금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등과 관련한 보조금 비율이 커짐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의하여 년대비 년 자주

재원의 증가폭이 보조금의 증가폭 보다 더 커짐으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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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 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

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585,073 627,484 1,823 4,126 2,303 43,053 629,787 -44,714 -1,662

576,082 611,192 0 0 0 37,448 611,192 -35,111 2,337

5,678 10,441 62 1,176 1,114 5,605 11,555 -5,877 -272

3,313 5,851 1,761 2,950 1,189 0 7,040 -3,727 -3,72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세입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세입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18,482 -32,318 -40,378 -47,296 -44,714

-1,008 -699 -967 -1,104 -1,662

☞ 통합재정수지 가 적자가 나오는 이유는 순융자 부분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이며 순융자 중 

기타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억 기금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억 부분의 융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년 거치 년 균등 상환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년 

거치 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 차원에서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이지만 저소득 

계층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어야 주민 편익이 커지므로 관련 융자는 계속 실시해야 하며 다만 융자

규모 및 상환방법 등을 조정하여 통합재정수지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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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739,715 742,933 754,108 770,625 785,430 3,792,811 1.50

116,835 120,924 126,285 132,109 138,291 634,444 4.30

537,554 545,072 552,508 563,550 574,339 2,773,023 1.70

0 0 0 0 0 0 0.00

85,326 76,937 75,315 74,966 72,800 385,344 -3.90

739,715 742,933 754,108 770,625 785,430 3,792,811 1.50

176,476 169,313 173,600 176,066 180,626 876,081 0.60

563,239 573,620 580,508 594,559 604,805 2,916,731 1.80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기준년도 전체연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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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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도봉구의

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38 25,879

15 19,816

19 3,871

4 2,19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도봉구청 알림 예산 예산 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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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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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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봉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백만원

▸ 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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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도봉 동 공유부엌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방학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내 환기시설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방학 동 주민센터 헬스장 정비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숲속애 생태놀이터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꽃동네 벽화로 꽃 피우다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쌍문 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동 주민센터 계단 미끄럼방지 시공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창 동 소식지 개간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창 동 주민문화시설 개선 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마을과 창 동 자치회관 지하바닥 시설개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방학 동 마을 안내지도 제작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노풍당당 달려라 실버대학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구립 유만 경로당 개보수 공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행정과 창 동 음식물쓰레기통 보관 선반 설치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동주민센터 공공게시대 협소로 인한 

현수막 공공게시대 추가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도봉중학교 등굣길 은행나무 교체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방학 동 어린이공원 내 그늘막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방학 동 은해나무 가로수 교체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방학 동 보도 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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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도로변 화단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쌍문근린공원 입구 흙먼지 털이개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쌍문 동 노해어린이공원 차광시설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샛별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쌍문 동 경관개선 사업

해등로 화단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붕붕도서관 뒤 생태 연못 벌레퇴치제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창림초교뒤편 매실과수원 탐방로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초안산과수원 주변 안전 개선 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월천근린공원 정비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창 동 대창어린이공원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강설대비 주요 급경사도로 열선공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강설대비 주요 급경사도로 열선공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강설대비 주요 급경사도로 열선공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창 동 보도 확장 정비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겨울철 강성대비 급경사로 열선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우리동네에 보행등을 설치해주세요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물관리과 무수천 담쟁이 넝쿨 식재 조성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물관리과 중랑천변 그늘막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물관리과 방학천 산책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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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도봉구청 알림 예산 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요청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버스 승강장 승차대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보행자 보호용 안전펜스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버스정거장 비가림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겨울철 버스정류장 추위녹이소 개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 등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위생과 방학사계광장 등 벌레퇴치기 설치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위생과 쉼터공간 유해해충퇴치기 설치



17- 17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도봉구의 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감사담당관 1 1 6 6 436 344 92

지속가능정책

담 당 관
1 1 2 1 459 469

행정관리국 1 14 28 33 153,106 134,667 18,438

기획재정국 1 9 28 24 35,582 32,532 3,050

복지환경국 1 11 37 26 363,824 331,231 32,593

도시관리국 1 6 19 21 15,263 10,459 4,803

안 전 건 설
교 통 국

1 11 24 22 35,860 30,739 5,120

신경제도시재생
추 진 단

1 3 8 5 1,666 1,549 117

보 건 소 1 9 38 26 15,464 14,441 1,023

의회사무국 1 1 3 2 3,487 3,627 -140

▸ 당초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도봉구청 알림 예산 예산 예산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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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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8 47.58 55.75 21.25 59.02 77.1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도봉구청 알림 예산 예산 한눈에 보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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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146  318  48  271  0.05%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408,312 443,326 502,271 560,059 625,146

126 205 222 234 318

23 52 44 55 48

103 153 179 179 271

0.03% 0.05% 0.04% 0.0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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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도봉구가 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613,530 5,229 0.85%

▸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행사 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399,831 434,417 493,119 549,650 613,530

2,112 2,612 3,379 4,372 5,229

0.53% 0.60% 0.69% 0.80% 0.85%



21- 21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315,991 134 78 56 0.42

단체장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134 134 134 134 13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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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945 962 1.0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771 871 931 940 96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 기준액은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시 도에서 자치구 기준액 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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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도봉구의 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306 270 80 118 66 6 0.8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213 223 259 280 27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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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도봉구의 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6,398 6,314 0.99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 

참조하세요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4,111 4,894 5,075 4,052 6,3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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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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1,859 3,681 1.98

486 109 0.2

395 2,045 5.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 제도로서

기본포인트 외에 근속 배우자 다자녀 결혼 출산 등의 추가 포인트와 단체보장 

의무가입에 따른 단체보장포인트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편성액은 백만원 편성

하였음

지급대상자로는 일반직 무기계약직 통합방문간호사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등 

총 명이 지급대상임

【공무원 일 숙직비】
☞ 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백만원으로서 전체 직원 중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제외한 도봉구 본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일 숙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인당 연 평균 회 정도의 일 숙직을 실시 함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 도봉구 관내 동에 대한 전체 통장인원은 명으로 통장 월정수당과 상 하반기 

상여금 및 회의참석 수당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복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비를 포함하여 총 백만원 예산편성 되었음



26 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26 -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년에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년에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