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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봉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도 봉 구 청 장

◈ 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98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90억원)보다 40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0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5,4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7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3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36%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9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코로나19

대응 필요로 인한 이전재원의 증가 대비 자체수입의 증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광역시의 보조사업의 구비분담분 증가로 

인하여 자체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요구 등 자체사

업추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obong.go.kr/

Contents.asp?code=10004158)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유지헌(02-2091-2615)



- 6 -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도 봉 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7,989 7,290 699 8,390 7,461 929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7,989 7,290 699 8,390 7,461 929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9.36 18.94 0.42 25.1 25.26 △0.16
재 정 자 주 도 49.36 47.47 1.89 49.32 48.42 0.90
통 합 재 정 수 지 -39 -11 △28 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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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2 2 0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40 43 △3 32 28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2 1
시책추진 10 10 0 11 10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3 3 0
지 방 보 조 금 72 66 6 63 59 4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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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방자치단체 :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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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도봉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8,884 727,137 0 12,064 59,6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52,312 610,832 680,802 729,028 798,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10%)와 부동산교부세(27%) 증가, 부동산 매매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15%) 증가, 국가사업 지방이양 2단계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보전분(11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보조금(8%)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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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3,119 100 549,650 100 613,530 100 658,009 100 727,137 100

지 방 세 61,048 12.38 66,142 12.03 80,072 13.05 91,311 13.88 105,751 14.54

세외수입 30,007 6.09 31,697 5.77 32,717 5.33 33,328 5.07 34,993 4.81

지방교부세 6,497 1.32 9,932 1.81 14,648 2.39 21,142 3.21 26,894 3.70

조정교부금 등 136,079 27.60 144,098 26.22 164,470 26.81 166,556 25.31 191,250 26.30

보 조 금 224,187 45.46 256,720 46.71 284,175 46.32 303,851 46.18 328,542 45.1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300 7.16 41,061 7.47 37,448 6.10 41,820 6.36 39,707 5.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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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도봉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도봉구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8,884 727,137 0 12,064 59,6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52,312 610,832 680,802 729,028 798,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증가(86억), 수혜대상 확대로 인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 예산 증가

(208억) 및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쌍문1‧2동 주민센터 신축(187억)과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29억) 예산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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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3,119 100 549,650 100 613,530 100 658,009 100 727,137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7,331 7.57 38,044 6.92 41,085 6.70 49,060 7.46 72,275 9.94
공공질서 및 안전 1,123 0.23 1,026 0.19 1,464 0.24 1,415 0.21 1,399 0.19
교 육 9,444 1.92 11,853 2.16 13,577 2.21 14,249 2.17 15,429 2.12
문화 및 관광 14,110 2.86 12,562 2.29 18,701 3.05 21,853 3.32 19,440 2.67
환 경 보 호 15,761 3.20 19,816 3.61 20,565 3.35 22,419 3.41 24,221 3.33
사 회 복 지 266,007 53.9 307,737 55.99 342,027 55.75 365,182 55.50 391,713 53.87
보 건 11,810 2.39 11,954 2.17 12,675 2.07 14,580 2.22 21,105 2.90
농 림 해 양 수 산 164 0.03 183 0.03 209 0.03 197 0.03 251 0.03
산업 ･중소기업 1,851 0.38 1,496 0.27 1,847 0.30 3,564 0.54 4,228 0.58
수송 및 교통 9,215 1.87 12,273 2.23 15,418 2.51 13,715 2.08 17,995 2.47
국토 및 지역개발 12,922 2.62 15,226 2.77 20,090 3.27 19,357 2.94 20,907 2.88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4,952 1.00 6,375 1.16 6,903 1.13 7,914 1.20 10,262 1.41
기 타 108,429 21.99 111,108 20.21 118,968 19.39 124,504 18.92 127,914 17.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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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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55,925 826,705 70,781 9.36

도봉구 729,028 798,884 69,856 9.58

공사‧공단 17,258 19,750 2,492 14.44

출자‧출연기관 9,638 8,071 -1,567 -16.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단(1개) :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1개) : 도봉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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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19.36%
(24.82%)

727,137
(727,137)

140,744
(180,452) 546,685 0 39,70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8.47

(25.62)
17.80

(25.27)
18.38

(24.49)
18.94

(25.30)
19.36

(24.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체세입이 적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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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

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

미이며 2022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49.36%
(54.82%)

727,137
(727,137)

358,888
(398,596) 328,542 0 39,70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7.38
(54.54)

45.82
(53.29)

47.58
(53.68)

47.47
(53.82)

49.36
(54.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근 5년 재정자주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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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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96,967 743,551 2,522 4,068 1,547 44,219 745,097 -48,130 -3,911

일반회계 687,430 723,581 0 0 0 39,707 723,581 -36,151 3,556

기타
특별회계 6,205 10,986 0 1,078 1,078 4,511 12,064 -5,860 -1,349

기 금 3,333 8,983 2,522 2,990 468 0 9,452 -6,119 -6,11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40,378 -47,296 -44,714 -47,980 -48,130

통합재정수지 2 -967 -1,104 -1,662 -1,121 -3,911

☞ 자체 세입은 대부분 시설이용료, 행정제재금(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율에 한계가 있는 반면, 지출의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관리 예산 증액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통합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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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

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48,687 850,501 865,255 883,931 903,524 4,351,898 1.60%

자 체 수 입 143,738 152,416 160,394 168,883 178,058 803,489 5.50%

이 전 수 입 611,782 615,951 623,714 635,101 645,759 3,132,307 1.4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166 82,134 81,147 79,947 79,707 416,101 -3.80%

세 출 848,687 850,501 865,255 883,931 903,524 4,351,898 1.60%

경 상 지 출 192,325 192,344 199,204 205,241 210,046 999,160 2.20%

사 업 수 요 656,362 658,156 666,051 678,690 693,478 3,352,738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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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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도봉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31,6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24,227

성별영향평가사업 10 4,88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5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 알림/예산 > 예산 >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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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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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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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여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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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001 1,741 260
주민의견서 작성

(43개 사업)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 주민참여형: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사업비가 미편성되어 전액 구비편성 (4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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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01.1

주민주도형 도로과 꽃동네 골목 내 보행로 개선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친환경 마을길 조성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쌍문근린공원 쉼터 보수 0 21년 추경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통장의 집 명패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노후 계단 전면 보수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시계획과 전신주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노해어린이공원 보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마을소식 홍보게시판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자연친화적 쌍문근린공원 조성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주민 홍보를 위한 마을게시판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무궁화어린이공원 정비 5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주민 통행 구간 환경 개선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방학중학교 정문 안심통학로 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도로과

노후 도로 보수 및 미끄럼방지 포장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뒷말어린이공원 앞 과속방지도로 설치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보건위생과 방학2동 둘레길/공원 해충살충기 설치 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동 주민센터 게시판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가로수(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정책과 가스차단 마음든든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평생학습관 후문 옆 주차장 쓰레기통 설치 0.6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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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도로과 학마을 도서관 맞은편 노후 석축 개선 0 21년 시비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LED 매립등 설치로 안전한 보행길 조성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밝고 안전한 보행길(고보조명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밝고 안전한 보행길(매립등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창림 초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공원 내 홍보게시판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함께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 2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물관리과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우이천 조성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통 보관 거치대 보급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창동지하차도 환경 개선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도로과

학교 통학로 환경 정비 1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공원녹지과

보도블럭 콘크리트 화분 교체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태양광LED 표지병 

설치
5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태양광LED표지병 설치(주공2단지길)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창5동 은행나무 열매채집망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창5동 음식물쓰레기 거치대 및 

종량제분리수거함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창5동 로고젝터 설치 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신설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마을과 도봉동 소식 찾아보기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3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도봉로180가길 화단 조성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물관리과 도봉천,중랑천에 상징꽃 식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쌍문1동 우이천 환경 생태 탐사단 등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쌍문2동 쌍문2동 가족사랑배움터 등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쌍문3동 우리는 마을 환경 돌보미 등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쌍문4동 마을살이 소통~나눔의 실천 등 20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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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참여예산 사업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주민참여형 방학1동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등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방학2동 골목환경 내가 골목 히어로 등 1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방학3동 환경보호 캠페인 등 2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창1동 주민건강 창1동 둘레길 코스 가꾸기 등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창2동 우이천 환경정비 등 2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창3동 안부묻기로 이웃과 소통하기 등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창5동 환경, 그것이 알고싶다 등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도봉1동 우리동네 나눔장터 등 2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도봉2동 아이들의 그림나들이 등 10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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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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합계 9 68 167 164 739,201 669,862 69,339

감사담당관 1 1 3 6 436 387 49

행정관리국 1 16 32 34 182,506 163,010 19,496

기획재정국 1 6 17 19 37,344 32,096 5,247

지속가능

발전국
1 12 32 20 45,784 44,329 1,456

복지지원국 1 6 16 16 385,522 358,601 26,922

도시관리국 1 7 20 22 16,672 12,431 4,241

안전건설

교통국
1 11 23 22 41,627 37,803 3,824

보건소 1 8 21 23 24,999 17,573 7,426

의회사무국 1 1 3 2 4,309 3,631 67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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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36 49.36 53.87 20.52 61.4 65.1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 알림/예산 > 예산 > 한눈에 보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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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9,201 195 49  146 0.03 

(단위 : 백만원, %)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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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502,271 560,059 625,146 669,862 739,201

국외여비 총액
(B=C+D) 222 234 318 235 195

국외업무여비(C) 44 55 48 39 49

국제화여비(D) 179 179 271 19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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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도봉구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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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137 4,016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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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93,119 549,650 613,530 658,009 727,137

행사･축제경비 3,379 4,372 5,229 4,334 4,016

비율 0.69 0.80 0.85 0.66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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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63 279 78 56 145 7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4 134 134 279 27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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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40 1,017 62.0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31 940 962 982 1,0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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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도봉구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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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270 81 118 66 4 98.9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59 280 270 269 27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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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도봉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7,468 7,218 7,218 0 96.6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75 4,052 6,314 6,637 7,218

한도 내 5,075 4,052 6,314 6,637 7,218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단위 : 백만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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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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39 4,150,696 2,387

공무원 일‧숙직비 1,905 114,3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96 2,045,015 5,164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서 기본포인트와 근속, 배우자,

다자녀, 결혼‧출산 등 추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단체보장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인원은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환경공무관, 주차단속원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일‧숙직은 전체 직원 중 동 주민센터, 보건소를 제외한 도봉구 본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무자에게는 일‧숙직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인원수는 연간 일‧숙직 근무에 필요한 총 인원수(연인원 기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활동보상금은 도봉구 관내 14개 행정동에 총 396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월정수당과 상‧하반기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장 활동보상금은 도봉구 관내 14개 행정동에 전체 2,20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 보상품을 지급합니다.



- 30 -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서울특별시 재정공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서울특별시 재정공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도봉

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도봉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2021.5월말 교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