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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봉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도 봉 구 청 장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747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360억원)보다 1,613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6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

부금, 보조금)은 5,84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9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7.36%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채무가 없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 등의 복지사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

자리 창출 사업 등 지출 수요 및 중앙정부·광역시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요구 등 자체사업추진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현명혜(02-209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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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도 봉 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8,747 7,989 758 10,360 10,854 △494
세출예산(기금포함) 8,747 7,989 758 10,360 10,854 △49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0.01 19.36 0.65 29.50 30.83 △1.33
재 정 자 주 도 47.36 49.36 △2.00 48.59 48.20 0.39
통 합 재 정 수 지 147 -39 186 33 -50 8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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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1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26 40 △14 41 40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10 10 0 11 1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3 4 △1
지 방 보 조 금 77 72 5 80 91 △11
사회보장적수혜금
( 현금성 복지비 ) 2,875 - -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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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3년부터 유형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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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도봉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4,720 780,595 0 11,358 82,7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610,832 680,802 729,028 798,884 874,7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비용 증액분을 반영한 보조금 증가(422억),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92억), 국가사업 지방이양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보전분 증가(29억),

코로나19 이후 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43억) 등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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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9,650 100 613,530 100 658,009 100 727,137 100 780,595 100

지 방 세 66,142 12.03 80,072 13.05 91,311 13.88 105,751 14.54 116,884 14.97

세외수입 31,697 5.77 32,717 5.33 33,328 5.07 34,993 4.81 39,336 5.04

지방교부세 9,932 1.81 14,648 2.39 21,142 3.21 26,894 3.70 22,226 2.85

조정교부금 등 144,098 26.22 164,470 26.81 166,556 25.31 191,250 26.3 191,237 24.5

보 조 금 256,720 46.71 284,175 46.32 303,851 46.18 328,542 45.18 370,991 47.5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61 7.47 37,448 6.1 41,820 6.36 39,707 5.46 39,920 5.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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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도봉구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4,720 780,595 0 11,358 82,7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610,832 680,802 729,028 798,884 874,7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출 증가율은 9.64%로, 세입 규모 확대에 따라 세출의 규모도 함

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수혜대상 확대로 인

한 기초연금 증가(192억) · 생계·주거급여 증가(98억) · 부모급여 증가(83억) 등 복지 

예산 증가(412억), 재난지원금 등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증가(47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증가(10억) 등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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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9,650 100 613,530 100 658,009 100 727,137 100 780,595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8,044 6.92 41,085 6.70 49,060 7.46 72,275 9.94 67,666 8.67
공공질서 및 안전 1,026 0.19 1,464 0.24 1,415 0.21 1,399 0.19 1,418 0.18
교 육 11,853 2.16 13,577 2.21 14,249 2.17 15,429 2.12 14,584 1.87
문화 및 관광 12,562 2.29 18,701 3.05 21,853 3.32 19,440 2.67 25,182 3.23
환 경 19,816 3.61 20,565 3.35 22,419 3.41 24,221 3.33 25,360 3.25
사 회 복 지 307,737 55.99 342,027 55.75 365,182 55.50 391,713 53.87 433,302 55.51
보 건 11,954 2.17 12,675 2.07 14,580 2.22 21,105 2.90 17,073 2.19
농 림 해 양 수 산 183 0.03 209 0.03 197 0.03 251 0.03 764 0.10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1,496 0.27 1,847 0.30 3,564 0.54 4,228 0.58 5,137 0.66

교통 및 물류 12,273 2.23 15,418 2.51 13,715 2.08 17,995 2.47 20,801 2.66
국토 및 지역개발 15,226 2.77 20,090 3.27 19,357 2.94 20,907 2.88 21,573 2.76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6,375 1.16 6,903 1.13 7,914 1.20 10,262 1.41 14,990 1.92
기 타 111,108 20.21 118,968 19.39 124,504 18.92 127,914 17.59 132,745 17.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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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26,705 906,408 79,703 9.64%

도봉구 798,884 874,720 75,836 9.49%

공사‧공단 19,750 21,087 1,337 6.77%

출자‧출연기관 8,071 10,601 2,530 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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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20.01%
(25.13%)

780,595
(780,595)

156,220
(196,140) 584,455 0 3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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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 2020 2021 2022 2023
17.80

(25.27)
18.38

(24.49)
18.94

(25.30)
19.36

(24.82)
20.01

(25.1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체세입이 적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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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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도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47.36%
(52.47%)

780,595
(780,595)

369,683
(409,603) 370,991 0 3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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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 2020 2021 2022 2023

45.82
(53.29)

47.58
(53.68)

47.47
(53.82)

49.36
(54.82)

47.36
(52.4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3년은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증가 대비 전체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보조금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일시적으로 소폭 

하강하였습니다.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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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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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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896 778,698 3,270 2,902 △368 42,153 778,330 △27,434 14,720

일반회계 740,674 762,344 0 0 0 39,920 762,344 △21,670 18,250

기타
특별회계 5,834 10,048 308 562 255 2,233 10,303 △4,469△2,236

기 금 4,387 6,305 2,962 2,340 △622 0 5,683 △1,295△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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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47,296 △44,714 △47,980 △48,130 △27,434

통합재정수지 2 △1,104 △1,662 △1,121 △3,911 14,720

☞ 통합재정의 규모는 7,783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274억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47억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15 -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29,792 950,211 969,313 989,995 1,003,201 4,842,512 1.90%

자 체 수 입 162,261 170,289 179,808 190,238 188,677 891,273 3.80%

이 전 수 입 649,249 663,880 678,873 688,644 698,590 3,379,236 1.8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8,282 116,043 110,631 111,112 115,934 572,003 △0.50%

세 출 929,792 950,211 969,313 989,995 1,003,201 4,842,512 1.90%

경 상 지 출 225,186 222,002 228,625 236,952 241,810 1,154,576 1.80%

사 업 수 요 704,607 728,209 740,687 753,042 761,391 3,687,936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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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2 50,19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 20,690

성별영향평가사업 31 29,08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2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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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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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797 13 797 - - - -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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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97

주민주도형 공원여가과 도깨비시장 공원 어르신 쉼터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재난안전과 횡단보도 그늘막 의자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치수과
도봉2천 주차장 하부 산책길
(도봉로177길)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여가과 초안산 매실과수원 주변공간 활용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여가과 1호선 철길 옆 인도 녹지 정비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보건위생과 월천근린공원 내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월천초 주변)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밤길 안전 LED 표지병 설치 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방학지하차도 주변)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롸과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백운시장 주변)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여가과 향기로운 주민 쉼터 조성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녹천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자치행정과 마울 홍보용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15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봉구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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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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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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169 168 791,953 739,201 52,752

감사담당관 1 1 3 6 396 436 △40

행정관리국 1 16 35 35 172,228 182,506 △10,278

기획재정국 1 6 17 19 58,494 37,344 21,150

지속가능
발전국

1 13 30 20 46,448 45,784 664

복지지원국 1 7 18 17 426,724 385,522 41,202

도시관리국 1 7 18 23 14,720 16,672 △1,952

안전건설
교통국

1 11 24 22 47,764 41,627 6,137

보건소 1 8 21 24 20,938 24,999 △4,061

의회사무국 1 1 3 2 4,240 4,309 △6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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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47.36 55.51 21.24 59.42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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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91,953 190 62 128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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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560,059 625,146 669,862 739,201 791,953

국외여비 총액
(B=C+D) 234 318 235 195 190

국외업무여비(C) 55 48 39 49 62

국제화여비(D) 179 271 196 146 128

비율 0.04% 0.05% 0.04% 0.0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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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도봉구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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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595 2,559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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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549,650 613,530 658,009 727,137 780,595

행사･축제경비 4,372 5,229 4,334 4,016 2,559

비율 0.80% 0.85% 0.66% 0.55% 0.33%



- 23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2023년 업무

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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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279 78 56 145 68.5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4 134 279 279 27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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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50 1,018 61.7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40 962 982 1,017 1,0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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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봉구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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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285 86 124 66 8 98.3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80 270 269 270 2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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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봉구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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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8,001 7,739 7,739 0 96.7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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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052 6,314 6,637 7,248 7,739

한도 내 4,052 6,314 6,637 7,248 7,739
한도 외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단위: 백만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유형평균값: 2019~2022년(같은 유형: I-12개구, Ⅱ-13개구의 평균), 2023년(서울시 25개구 평균)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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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도봉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791,953 287,494 36.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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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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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1 4,232,680 2,390

공무원 일‧숙직비 1,905 114,3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496 2,040,015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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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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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 보상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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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도봉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도봉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80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202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2022. 5월 교부)

80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

2022년도 국가지방협력 혁신 우수기관 선정
(2022. 12월 교부)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