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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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2,601,467 1.90

자 체 수 입 67,214 68,340 69,438 70,559 70,922 346,473 1.40

이 전 수 입 366,109 372,715 384,362 393,813 400,769 1,917,768 2.30

지 방 채 0 0 0 0 0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893 61,190 61,502 92,108 61,531 337,224 0.30

세        출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2,601,467 1.90

경 상 지 출 116,462 119,032 121,704 183,622 126,145 666,965 2.00

사 업 수 요 377,754 383,214 393,598 372,858 407,078 1,934,502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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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26,7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4,3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21,33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1,04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인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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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edeok.go.kr/ftp/ftp01/FTP0105_cmmBoardView.do?boardId=FTP_000003&pageIndex=1&ntatcSeq=10409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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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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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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0,925 - 853 7,00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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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행정지원 분과
     (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8개과 총 76개 사업 4,937,925 3,280,301

기  획
홍보실

〈소 계〉 2개 사업 15,000 15,000

부서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10,000 10,000

부서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새로운
대  덕
추진단

〈소 계〉 15개 사업 486,720 246,720

부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원 200,000 - ‘20 추경예산

부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95,720 95,720

부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용역 20,000 20,000

부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연구 용역 22,000 22,000

부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13,000 13,000

부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20,000 20,000

부서 행복공감 주민 토론회 및 세미나 등 30,000 2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마을별 커뮤니티키친 운영 20,000 20,000

부서 청춘드림톡콘서트 개최 20,000 - ‘20 하반기

부서 지역먹거리 직거래장터 운영 10,000 - ‘20 하반기

부서 지역먹거리 도농교류 체험행사 6,000 6,000

부서 청년일자리활성화지원사업 10,000 10,000

부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주민역량강화교육 7,000 7,000

부서 지역먹거리 교육 운영 5,000 5,000

부서 지역먹거리 관계자 워크숍 8,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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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총무과

〈소 계〉 4개 사업 238,000 228,000

부서 구청사 별관 석면텍스 교체공사 163,000 163,000

부서 청렴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0,000 30,000

부서 본관2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0,000 20,000 사업비 조정

부서 구청 부출입구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15,000 15,000

교  육
공  동
체  과

〈소 계〉 15개 사업 464,500 336,000

부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주민총회, 선진지견학) 112,000 112,000

부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주민자치회시범사업,
주민자치학교운영)

15,000 15,000

부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사무용 물품구입) 32,000 32,000

부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6,000 6,000

부서 대덕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80,000 40,000 보조내시 조정

부서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 60,000 2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민주시민교육 43,000 35,000 사업비 조정

부서 대덕마을탐험대 운영 40,000 3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북콘서트 및 독서골든벨 10,000 10,000

부서 낭만정류장 서가 제작 20,000 - 市협의불가

부서 평생학습동아리공모사업 20,000 20,000

부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000 4,000

부서 동아리선진지견학 및 평생학습아리성과공유회 6,000 6,000

부서 성인문해글꽃한마당 8,000 6,000 사업비 조정

지역 법2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교체 8,500 - 동 기능보강사업
활용

문  화
체육과

〈소 계〉 14개 사업 1,338,980 1,064,000

부서 2020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300,000 290,000 사업비 조정

부서 제20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7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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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문  화
체육과

부서 구민의 날 기념 행사 70,000 70,000

부서 회덕역 3.1운동 재현행사 30,000 20,000 사업비 조정

부서 2021년 해맞이 행사 30,000 30,000

부서 2020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100,000 60,000 사업비 조정

부서 김호연재 한시 전국여성 휘호대회 10,000 10,000

부서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65,000 65,000

부서 대덕피플살롱 200,000 100,000 사업비 조정

부서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00 8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대덕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00,000 100,000

부서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 시설 개선 160,000 100,000

부서 공정·생태관광 홍보 강화 83,980 49,000 사업비 조정

부서 e-스포츠대회 개최 20,000 20,000

회  계
정보과

〈소 계〉 11개 사업 859,420 422,920

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구축 10,060 10,060

부서 노후 컴퓨터 교체 318,240 246,870 사업비 조정

부서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통합관리) 40,000 40,000

부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26,990 26,990

부서 L4스위치 구매 99,000 99,000

부서 서버팜 방화벽 구입설치 및 이중화 86,000 - 추경예산

부서 망연계 솔루션 구축 49,000 - 추경예산

부서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구축 91,000 - 추경예산

부서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11,000 - 추경예산

부서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구축 106,130 - 재정여건

지역 방범용 CCTV 설치 22,000 - 특별조정교부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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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민  원
봉사과

〈소 계〉 1개 사업 3,500 3,500

부서 제본천공기 구입 3,500 3,500

복  합
문  화
센  터

〈소 계〉 14개 사업 1,531,805 964,161

부서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조성 (2차년도) 640,040 640,040

부서 안산도서관 석면 해체 공사 80,788 80,789

부서 신탄진도서관 차량 교체 34,000 34,000

부서 공공도서관(3개소) 핸드드라이어 구입 11,640 11,640

부서 안산도서관 RFID 장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7,000 147,00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안산도서관 본관 입구 자동문 설치 7,039 7,039 ‘19 4차추경예산

부서 송촌도서관 시설개선사업 74,000 10,000 사업비 일부
반영

부서 안산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55,605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신탄진도서관 이용자예약관리시스템 
장비교체

9,550 9,550

부서 송촌도서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2,600 2,600

부서 안산도서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35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신탄진도서관 이용자 PC 구입 7,843 9,803 사업비 조정

부서
신탄진도서관 자료실 서가, 책상, 
북트럭 교체

9,100 9,100

부서 안산도서관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2,600 2,600 ‘19 4차 추경예산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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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산업 분과

(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6개과 총 54개 사업 1,656,440 1,514,371

에너지
경제과

〈소 계〉 8개 사업 565,980 524,660

부서 대코(Daeco)맥주페스티벌 288,000 295,680 사업비 조정

부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 120,000 7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대덕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부서 경관농업주민행사지원 20,000 20,000

부서 전통시장등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19,200 19,200

부서 반려동물 문화체험 5,000 6,000 시비지원 증액

부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

부서
농촌지도자연합회대덕구지역회 및 농업경영인
연합회신탄진지역회 사업비 지원

3,780 3,780

기  후
환경과

〈소 계〉 5개 사업 128,910 128,910

부서 파쇄기 신규 칼날 제작 및 교체 66,000 66,000

부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장비 설치 24,100 24,100

부서 공중화장실 철거 3,000 3,000

부서 문서세단기 구입 810 810

부서 자원순환센터 담장철거 및 재시공 35,000 35,000

복  지
정책과

〈소 계〉 6개 사업 113,080 104,780

부서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0,000 22,000

부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62,580 62,580

부서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 8,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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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복  지
정책과

부서 복지만두레활성화지원사업 5,000 5,000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5,000 3,500 사업비 조정

부서 보훈회관 사무용 비품 구입 2,500 3,700 사업비 조정

사  회
복지과

〈소 계〉 15개 사업 510,380 446,720

부서 경로당 개보수 200,000 170,000 사업비 조정

부서 경로당회장역량강화사업 8,000 8,000

부서 대전광역시어르신체육대회참가지원 9,000 9,000

부서 경로당활성화지원(세미나 및 회계교육) 3,000 3,000

부서
장애인 이동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시설 확충

32,240 32,240

부서 경로당 및 노인지회 기능보강 110,000 90,000 사업비 조정

부서 충효예교실 3,600 3,000 사업비 조정

부서 청춘(노인)대학 7,340 7,340

부서 장애인이송차량운영 54,000 56,600 사업비 조정

부서 장애인채용박람회 8,000 8,000

부서 장애인 행사 지원 17,200 21,570

부서 노인의 날 행사 20,000 20,000

부서 구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10,000 10,000

부서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24,000 24,000

부서 노인 게이트볼대회 4,000 3,970

여  성
가족과

〈소 계〉 11개 사업 188,050 186,300

부서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20,000 20,000

부서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지원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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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여  성
가족과

부서 대덕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20,000 20,000

부서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지원 10,000 10,000

부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추가) 90,000 90,000

부서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협의회 활동사업비 지원 13,850 12,100 사업비 조정

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사업비 지원 1,500 1,500

부서 워킹맘의 날 운영 17,000 17,000

부서 대덕구 보육인 한마음대회 5,000 5,000

부서 대덕구여성단체사업비 지급 2,200 2,200

부서 한자녀더갖기대덕구지회 사업비 지원 3,500 3,500

보건소

〈소 계〉 9개 사업 150,040 103,001

부서 무정전전원장치구입(대체) 9,500 9,500

부서 틀니살균세척기구입 9,600 2,400 사업비 조정

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81,630 38,894

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상담실 도배 및
장판 교체

870 870 건물유지비 활용

부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화장실 출입문 교체 1,340 1,340 〃

부서 소회의실 설치 4,900 4,900

부서 관용차구입(대체) 35,800 38,697 사업비 조정

부서 음향장비설치 5,200 5,200

부서 텔레비전 교체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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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 분과

(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3개과 총 29개 사업 2,697,934 1,197,934

공  원
녹지과

〈소 계〉 23개 사업 2,539,034 1,039,034

부서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 170,000 170,000

부서 대청공원 유지관리사업 100,000 100,000

부서 천변고속화도로 느티나무 전지 65,000 65,000

부서 은행나무조기수거(적화제) 사업 40,000 40,000

부서 체육시설 교체사업 105,000 105,000

부서 공원시설 정비사업 100,000 100,000

부서 초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50,000 50,00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바우배기어린이공원 화장실설치 500,000 50,000 사업비 조정

지역 바우배기어린이공원 친환경 탄성바닥 포장(지역) 80,000 80,000

지역 매봉어린이공원 폭염쉼터 설치(지역) 5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50,000 50,000

부서 공원녹지관리 시스템 구축 40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공원녹지 밀식목 이식 및 정비 30,000 30,000 공원녹지사업비
활용

부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놀이시설 소독 30,600 30,600

부서 대청공원 열주등LED조명 등기구 교체사업 26,500 26,500

지역 당산 등산로 정비사업(지역) 10,000 10,000 숲길조성사업비
활용

지역 비래골길 노후벤치 정비(지역) 5,000 5,000 녹지관리사업비
활용

지역 중리동로 인도 및 수목보호틀 보수(지역)  6,000 6,000 녹지관리사업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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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공  원
녹지과

지역 법동소류지 연꽃못 조성(지역) 2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바탕골약수터등산로가로등설치 18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공원등기능보강및정비사업 100,000 100,000

부서 산호빛공원음악분수시설물정비사업 20,934 20,934 공원시설관리비
활용

부서 대청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40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건축과

〈소 계〉 2개 사업 44,800 44,800

부서 담장미관 개선사업 24,800 24,800

지역
법동소류지 입구(굴다리) LED조명 교체 및 
벽화그리기(지역)

20,000 20,000 도시경관사업비
활용

교통과

〈소 계〉 4개 사업 114,100 114,100

부서 모범운전자지회 대덕지회보조금 지원 7,500 7,500

부서 대덕구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 3,000 3,000

부서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보조금 지원 3,600 3,600

지역
비래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및 인도 
미끄럼방지 포장(지역)

100,000 100,000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활용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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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건설 분과

(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2개과 총 40개 사업 2,054,826 1,390,326

안  전
총괄과

〈소 계〉 6개 사업 211,961 211,961

부서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용역 116,000 116,000

부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5,242 5,242

부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14,000 14,000

부서 방독면 구입 21,000 21,000

부서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구입 5,719 5,719

부서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 50,000 50,000

건설과

〈소 계〉 34개 사업 1,842,865 1,178,365

부서 가로등 표찰 재정비 사업 91,250 91,25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도시조명 순찰차량 교체구입 35,000 35,000

부서 삼정마을 보행로 정비공사 230,000 230,00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70,000 70,000

부서 도로‧교량 유지보수 510,000 470,000 사업비 조정

부서 대덕소방서 앞 보도정비 50,000 50,000

부서 신탄진로756번길 보도신설공사 80,000 80,00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도로시설 유지보수용 장비 구입 3,740 3,740

부서 신탄진고교 앞 보도정비공사 20,000 - ‘20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부서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1,375 1,375

지역 장동고갯길 보도신설(지역) 100,000 100,000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지역
선비마을 5단지 인근 자전거 도로 
및 보도정비(지역)

7,000 7,000 자전거이용정비
사업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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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요구액)

2020년
(반영액)

비고

건설과

지역 오정로 76번길 인도정비(지역) 90,000 - ‘20 이전재원
확보추진

지역 오정로 77번길 인도정비(지역) 80,000 - 〃

지역 오정로 78번길 도로정비 및 재포장(지역) 52,000 - 〃

지역 중리남로 40번길 인도보수(지역) 20,000 - 〃

지역 중리동로 인도 정비 및 수목보호틀 보수(지역) 31,000 - 〃

지역 신탄진로 844번길 도로정비(지역) 8,000 8,000 도로유지보수비 활용

지역 KT&G 뒷길 도로포장 정비(지역) 35,000 - ‘20 이전재원
확보추진

지역 대전조차장변 산책로 조명등 설치(지역) 10,000 10,000 도시조명 보수비 활용

지역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지역) 4,500 4,500 도로유지보수비 활용

지역 오정로 37번길, 38번길 인도정비(지역) 100,000 - ‘20 이전재원
확보추진

지역 대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도정비(지역) 60,000 - 〃

지역 계족로 보행길 안전난간대 정비(지역) 45,000 - 〃

지역 자전거도로 재포장(지역) 3,000 3,000 자전거도로정비

지역 대전로 1112번길 배수로정비공사외 1(지역) 1,000 1,000

지역 용호동 무명교 배수로 정비지역(지역) 3,000 3,000

지역 미호동 157-2 배수구 정비지역(지역) 2,000 2,000

지역 보안등 LED 교체(지역) 1,500 1,500

지역
법동소류지 입구(굴다리) LED조명 
교체 및 벽화그리기(지역)

5,000 - 중복사업(건축과)

지역
읍내동 굴다리 LED 가로동 및 터널등 
교체(지역)

7,000 7,000 도시조명 보수비 활용

지역 신탄진 육교 환경개선(지역) 1,500 -

지역 대청로 82번길 도로정비 등(지역) 85,000 -

지역 오정로 1009번길 인도정비 등(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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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市) 공모사업

(단위 : 천원)

담당
부서

사    업    명
2020년
(반영액)

비고

14개부서 총 18개 사업 470,000

교육공동체과 『2020 대덕 인권문화제』 개최 30,000

회계정보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pc 및 프린터 설치 33,000

기후환경과
이촌 · 강촌 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50,000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15,000

복지정책과
주거튼튼 행복플러스(미소지home) 50,000

저소득층 가정 LED 조명 지원 37,000

여성가족과 다(多)함께 무지개 놀이 연주단 !! 10,000

안전총괄과 무더위에는 꼭 있었으면 하는 것, 스마트 그늘막! 10,000

공원녹지과
장동 화단정비 사업 20,000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14,000

건축과 어두운 굴다리 NO, 아름다운 굴다리 YES 40,000

건설과
한밭대로 인도 재포장 및 도로 방지턱 추가 설치 30,000

대화동 일원 도로정비 50,000

교통과 어린이 횡단보도 안심보행 시스템 30,000

보건소 해충퇴치기 설치 6,000

회덕동 주민휴식용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5,000

신탄진동 신탄진 굴다리 문화공간 조성 20,000

석봉동 석봉행복마을축제 20,0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재정정보공개)

http://www.daedeok.go.kr/finance/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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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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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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6 181 143 421,953 376,414 45,539

기획홍보실 1 4 8 9 4,808 5,155 -347

감사평가실 1 1 3 2 126 130 -4

새로운

대덕추진단
1 4 6 6 2,477 1,595 882

자치경제국 1 16 40 26 70,465 62,029 8,435

경제복지국 1 25 61 43 267,309 230,703 36,606

안전도시국 1 19 43 34 57,566 58,141 -575

직속기관 1 2 8 10 12,386 11,792 594

사업소 1 4 11 11 4,964 4,997 -33

의회사무과 1 1 1 2 1,851 1,871 -1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인지예산서)

http://www.daedeok.go.kr/ftp/ftp01/FTP0105_cmmBoardView.do?boardId=FTP_000003&pageIndex=1&ntatcSeq=10409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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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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30.22 56.40 11.35 71.82 89.1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지방재정공시)

http://www.daedeok.go.kr/ftp/ftp01/FTP0103_cmmBoardView.do?msgCode=cmm.message.board.001&boardId=FTP_000010&ntatcSeq=10425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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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100)

425,898  186  24  162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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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0,548 309,580 356,871 380,390 425,898

국외여비 총액
(B=C+D)

69 75 129 152 186

국외업무여비(C) 10 16 16 20 24

국제화여비(D) 59 59 113 132 162

비율 0.02 0.02 0.04 0.04 0.04



19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100) 비  고

421,900 2,569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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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6,708 305,377 347,500 374,800 421,900

행사･축제경비 848 1,009 1,100 1,169 2,569

비율 0.31 0.33 0.32 0.31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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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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14 99 58 41 46.2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99 99 99 9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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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41 218 90.4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3 194 196 217 2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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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4 158 41 59 34 24 85.8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2 132 158 158 15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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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65,278 2,153 3.30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09 1,195 1,842 1,716 2,15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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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8 1,912,600 1,825

공무원 일‧숙직비 2,172 119,340 5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52 1,647,360 4,680

☞ 기준경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총 1,048명)
- 맞춤형복지제도수당 1,490,000원 * 1,048인 1,561,520천원
- 직원건강검진 250,000원 * 1,048인 * 50% 131,000천원
- 단체보장보험 210,000원 * 1,048인 220,08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2,172명)
- 청사 당직비

·일직 60,000원 * 6인 * 115일 41,400천원
·숙직 60,000원 * 3인 * 366일 65,880천원
·숙직(운전직) 30,000원 * 1인 * 366일 10,980천원
·명절연휴당직 60,000원 * 2인 * 9일 1,080천원

○ 통장수당 (총 352명)
- 기본수당 300,000원 * 352인 * 12월 1,267,200천원
- 상 여 금 300,000원 * 352인 * 2회 211,200천원
- 회의수당 20,000원 * 352인 * 2회 * 12월 168,96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