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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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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2,418 592,129 577,504 591,509 633,219 2,966,780 2.60

자 체 수 입 50,093 51,261 51,862 53,292 54,064 260,572 1.90

이 전 수 입 377,906 387,904 390,503 403,264 422,434 1,982,011 2.8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420 152,964 135,139 134,953 156,720 724,196 2.10

세 출 572,418 592,129 577,504 591,509 633,219 2,966,780 2.60

경 상 지 출 225,069 212,943 206,698 191,206 207,985 1,043,901 △2.00

사 업 수 요 347,349 379,186 370,806 400,304 425,234 1,922,879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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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27,5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평가사업 20 27,4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4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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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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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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28 428 - -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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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2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홍보과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운영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앞산 공룡공원 상설 문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야외가족뮤지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용두토성 등산로 정비 6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
•청각장애인 및 영유아를 위한
립뷰(Lip view) 마스크 보급 사업

4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사업 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역소식

'남구지(知)킴이' (SNS) 서포터즈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 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놀이·휴식·전시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장경제과 •대덕시장 옥외 소화전함 설치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시장경제과 
•성당시장에 화재 예방 소화기를 
설치해주세요! 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분리배출 및 재활용 주민교육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음식물 거치대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요청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달아주세요

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불법 무단투기 CCTV 설치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위생과
•모디라 앞산맛집! 남구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자작나무 숲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빨래터 공원에 발광안내판 설치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가로등 설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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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사업목록 공개)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2022년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골목길 보안등 및 CCTV 설치 

(심의결과보안등만설치)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거치대 옆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주세요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휀스 개체 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대명로22길82 교차로 알림이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봉덕1동 •이팝꽃 마을축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2동 •공룡들의 잔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봉덕3동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삼정골 자치한마당 개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2동 •대명2동 물베기 마을축제 개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10동 •동사무소 민원순번기 설치요청 3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1951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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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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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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7 88 182 167 410,116 382,989 21,127

의회사무과 1 1 4 2 1,813 1,729 85

기획조정실 1 4 10 11 14,373 8,840 5,533

자치행정국 1 27 52 53 58,568 61,142 △2,574

주민행복국 1 30 56 52 286,300 270,370 15,929

도시창조국 1 17 37 37 17,249 13,621 3,628

보건소 1 5 12 8 17,103 12,458 4,645

대덕문화전당 1 4 11 4 2,927 3,277 △350

행정복지센터 - - - - 11,783 11,552 2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예산서)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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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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 32.33 65.89 9.34 72.19 117.1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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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16  184 24 160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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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07,244 329,197 367,990 382,989 410,116

국외여비 총액
(B=C+D) 111 191 203 157 184

국외업무여비(C) 18 22 24 24 24

국제화여비(D) 93 169 179 133 160

비율 0.04 0.06 0.06 0.0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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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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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000 1,662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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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04,000 326,400 365,000 380,000 407,000

행사･축제경비 1,181 1,506 1,731 1,664 1,662

비율 0.39 0.46 0.47 0.44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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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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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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180 52 37 90 78.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78 1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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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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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4 198 67.5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1 187 191 197 19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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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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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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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146 39 63 28 16 91.5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9 140 145 142 14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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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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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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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1,654 1,654 0 8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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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 1,426 1,530 1,610 1,654

한도 내 1,380 1,426 1,530 1,610 1,65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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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1 1,418,850 1,446

공무원 일‧숙직비 2,060 123,6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71 1,527,740 972

☞ 2022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총 1,418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981명입니다.

대상인원 981명은 공무원 등 861명, 환경미화원 120명을 포함합니다.

2022년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24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2,060명입니다. 대상인원  

2060명은 일직 600명과 숙직1,460명을 합한 것입니다.

2022년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총 1,528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571명입니다.

대상인원 1,571명은 통장 313명과 반장 1,258명을 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