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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금정구 재정공시 제1호(2019. 2.) 금정구청장(인)

◈ 우리 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09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77억원)보다 72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8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2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4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5.52%입니다.

◈ 우리 구의 ‘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

단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가 크고,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의존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 그리고 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정보공개 →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홈페이지『정보공개 → 예산방/

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선민(051-5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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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금정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4,099 3,573 526 3,377 3,083 294

세 출 예 산 4,099 3,573 526 3,377 3,083 294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2.78 24.72 △1.94 20.31 21.54 △1.23

재 정 자 주 도 35.52 39.2 △3.68 37.79 40.81 △3.02

통 합 재 정 수 지 2 6 △4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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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2 2 0

행 사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9 9 0 12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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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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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9,880 391,907 0 13,151 4,8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4,375 309,785 320,229 357,298 409,8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341,646 100 391,907 100

지 방 세 36,302 13.41 39,045 13.40 40,880 13.55 43,498 12.73 46,670 11.91

세외수입 17,498 6.46 18,537 6.36 17,598 5.83 22,404 6.56 22,223 5.67

지방교부세 5,000 1.85 5,000 1.72 5,000 1.66 5,000 1.46 5,000 1.28

조정교부금 등 32,879 12.15 34,828 11.95 39,457 13.08 44,476 13.02 44,893 11.46

보 조 금 169,184 62.50 181,787 62.37 184,516 61.17 207,720 60.80 252,720 64.4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40 3.63 12,282 4.21 14,196 4.71 18,548 5.43 20,401 5.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4 -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9,880 391,907 0 13,151 4,8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4,375 309,785 320,229 357,298 409,8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341,646 100 391,907 100

일 반 공 공 행 정 10,669 3.94 10,162 3.49 11,021 3.65 13,342 3.91 12,295 3.14

공공질서 및 안전 4,982 1.84 7,706 2.64 1,745 0.58 2,043 0.60 2,766 0.71

교   육 862 0.32 1,238 0.42 961 0.32 1,426 0.42 1,102 0.28

문 화  및  관 광 10,383 3.84 12,537 4.30 10,681 3.54 12,462 3.65 28,748 7.34

환 경 보 호 11,221 4.15 10,941 3.75 12,082 4.01 13,222 3.87 13,380 3.41

사 회 복 지 154,336 57.01 165,005 56.61 171,850 56.97 197,548 57.82 224,518 57.29

보   건 6,321 2.34 6,579 2.26 7,101 2.35 7,971 2.33 7,187 1.83

농 림 해 양 수 산 3,821 1.41 2,876 0.99 3,034 1.01 3,205 0.94 4,693 1.20

산업 중소기업 675 0.25 314 0.11 493 0.16 234 0.07 426 0.11

수 송  및  교 통 4,077 1.51 5,044 1.73 9,523 3.16 8,718 2.55 9,174 2.34

국토 및 지역개발 3,609 1.33 5,535 1.90 5,673 1.88 10,634 3.11 12,440 3.17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3,319 1.23 3,759 1.29 5,167 1.71 3,353 0.98 5,193 1.32

기   타 56,427 20.84 59,782 20.51 62,317 20.66 67,488 19.75 69,986 17.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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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59,049 411,506 52,457 14.61

금정구 357,298 409,880 52,582 14.72

출자 출연기관 1,750 1,626 -124 -7.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 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1개) : 금정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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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78%
(17.58%)

391,907
(391,907)

89,294
(68,893)

302,613
(302,613)

0
0

(20,40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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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3.51

(19.87)
23.97

(19.76)
24.09

(19.39)
24.72

(19.29)
22.78

(17.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22.7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

하면 높습니다. 이전재원 비중이 77.21%로 중앙 또는 부산시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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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52%
( 30.31%)

391,907
(391,907)

139,188
(118,787)

252,720
(252,720)

0
0

(20,40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7.50

(33.87)
37.63

(33.42)
38.83

(34.12)
39.20

(33.77)
35.52

(30.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구 자주재원의 비중은 35.52%,

보조금 비중은 64.48%로 전년 대비 재정 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고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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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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

나지 않아 흑 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금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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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634 404,338 291 20 -271 23,682 404,067 -23,434 249

일반회계 371,887 390,434 21 0 -21 20,000 390,413 -18,527 1,473

기타
특별회계

8,540 13,151 0 0 0 3,682 13,151 -4,611 -928

기 금 207 753 270 20 -250 0 503 -296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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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5,550 -19,311 -22,871 -21,091 -23,434

통합재정수지 2 -113 85 102 612 249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을 나타내는 순세계 잉여금을 미포함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제정수지 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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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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22,074 420,402 422,611 431,594 443,386 2,140,067 1.20%

자 체 수 입 77,030 80,088 81,635 82,842 84,326 405,921 2.30%

이 전 수 입 309,712 301,560 301,932 308,985 318,871 1,541,060 0.7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332 38,754 39,044 39,767 40,189 193,086 3.30%

세        출 422,074 420,402 422,611 431,594 443,386 2,140,067 1.20%

경 상 지 출 93,875 98,115 101,763 103,090 104,042 500,885 2.60%

사 업 수 요 328,199 322,287 320,848 328,505 339,344 1,639,183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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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20,8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20,80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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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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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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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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05,058 - 1,766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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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6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소외계층 청소년 보충학습 강좌 개설 21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금정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1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안전과 횡단보도앞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반송로 356, 반송로 404)
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안전과 오륜본동입구 보행자 통행로 전기시설 

설치 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안전과 폭염대비그늘막설치(도시철도1호선장전

역 1번 출구앞, 부산은행 장전영업소앞)
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수영강 하류 자전거 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륜동 본동마을 진입도로 확장 45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정초등학교 앞 사거리 2차선 도로확장 6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재포장(대두로29번길 15-9 인근) 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서IC 지하차도 정비요청 5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학생 안전 통학길 확보 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금정산 북문초소 흙먼지 털이기 설치 2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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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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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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45 112 405,058 352,316 52,742

의회사무국 1 1 3 2 1,011 1,024 -12

기획감사실 1 1 5 6 5,933 4,092 1,841

도시재생추진단 1 1 2 2 6,659 4,792 1,867

총무국 1 14 32 25 92,442 79,115 13,327

복지경제국 1 20 56 30 234,338 211,036 23,303

안전도시국 1 13 37 36 46,586 37,356 9,230

보건소 1 2 3 5 8,670 9,460 -790

도서관 1 1 4 3 1,514 1,024 490

문화회관 1 1 3 3 5,143 1,711 3,433

주민센터 0 0 0 0 2,762 2,708 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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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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78 35.52 57.29 12.57 69.2 76.1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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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21

52
-132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5 233 -5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46

72

-4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의원국외여비 5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3

지방보조금 44,503 1,165 -43,33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2 93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716

공무원 일 숙직비 - 72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대비 10%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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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05,058  212  20  192  0.05%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0,785 305,939 316,086 352,316 405,058

국외여비 총액
(B=C+D)

96 126 176 201 212

국외업무여비
(C)

16 21 21 21 20

국제화여비
(D)

80 105 155 180 192

비율 0.03% 0.04% 0.06% 0.06% 0.05%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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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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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0,703 291,479 301,648 341,646 391,907

행사 축제경비 690 764 600 851 861

비율 0.25% 0.26% 0.20% 0.25% 0.2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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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07 861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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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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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

5-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19 -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

(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