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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98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969억원)보다 

1,016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9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0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0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0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6.76%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

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1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규모가 크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과 사회복지비 증가 등 이전재원의 비중 또한 높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최소화지침으로 인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나타나지만 기금 전입금(265억원)이

내부거래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정운영상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정보공개>

재정/예산>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지연(053-66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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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7,985 6,843 1,142 6,969 6,519 450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7,985 6,843 1,142 6,969 6,519 450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6.06 25.51 0.55 22.57 23.03 △0.46
재 정 자 주 도 36.76 35.78 0.98 34.26 34.5 △0.24
통 합 재 정 수 지 -211 80 △291 2 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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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1 1 3 △2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17 17 0 21 21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3 3 0 2 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 방 보 조 금 47 45 2 41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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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지방자치단체(자치구-광역Ⅰ)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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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8,502 686,836 0 17,091 94,5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91,991 543,168 609,369 684,252 798,5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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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1,500 100.0 514,500 100.0 574,500 100.0 636,900 100.0 686,836 100.0

지 방 세 87,616 18.58 96,955 18.84 108,990 18.97 124,531 19.55 141,445 20.59

세외수입 34,079 7.23 35,680 6.93 52,434 9.13 37,972 5.96 37,547 5.47

지방교부세 6,357 1.35 7,834 1.52 10,885 1.89 14,260 2.24 21,312 3.10

조정교부금 등 50,365 10.68 51,328 9.98 49,759 8.66 51,098 8.02 52,192 7.60

보 조 금 277,502 58.86 306,180 59.51 336,137 58.51 383,187 60.16 407,370 59.31

지 방 채 - - -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80 3.30 16,522 3.21 16,295 2.84 25,852 4.06 26,970 3.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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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8,502 686,836 0 17,091 94,5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91,991 543,168 609,369 684,252 798,5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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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1,500 100.0 514,500 100.0 574,500 100.0 636,900 100.0 686,836 100.0

일 반 공 공 행 정 18,203 3.86 24,795 4.82 25,392 4.42 21,699 3.41 31,857 4.64

공공질서 및 안전 3,725 0.79 3,795 0.74 4,902 0.85 3,609 0.57 4,076 0.59

교 육 4,948 1.05 5,432 1.06 6,581 1.15 7,088 1.11 8,418 1.23

문화 및 관광 14,299 3.03 16,761 3.26 22,422 3.90 23,109 3.63 35,919 5.23

환 경 보 호 18,323 3.89 18,731 3.64 22,326 3.89 26,575 4.17 26,859 3.91

사 회 복 지 275,619 58.46 305,925 59.46 347,967 60.57 394,536 61.95 420,749 61.26

보 건 13,900 2.95 14,866 2.89 13,286 2.31 13,939 2.19 14,602 2.13

농 림 해 양 수 산 3,579 0.76 3,836 0.75 4,709 0.82 4,733 0.74 4,809 0.70

산업 ･중소기업 343 0.07 904 0.18 1,851 0.32 3,229 0.51 952 0.14

수송 및 교통 12,336 2.62 12,860 2.50 9,342 1.63 10,005 1.57 10,092 1.47

국토 및 지역개발 17,218 3.65 12,250 2.38 11,459 1.99 19,524 3.07 15,453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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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 비 5,131 1.09 5,191 1.01 5,726 1.00 6,629 1.04 9,284 1.35

기 타 83,877 17.79 89,153 17.33 98,538 17.15 102,226 16.05 103,766 15.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02,397 816,142 113,745 16.19

대구광역시 수성구 684,252 798,502 114,250 16.70

출자‧출연기관 18,145 17,640 -505 -2.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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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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26.06
(29.99)

686,836
(686,836)

178,992
(205,962)

480,874
(480,874) 0 26,97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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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5.81

(29.11)
25.78

(28.99)
28.10

(30.93)
25.51

(29.57)
26.06

(29.9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 세입 

중 26.06%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70.0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93%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17년부터 꾸준히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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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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36.76
(40.69)

686,836
(686,836)

252,496
(279,466)

407,370
(407,370) 0 26,97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7.84
(41.14)

37.28
(40.49)

38.65
(41.49)

35.78
(39.84)

36.76
(40.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개편후 기준)는 2017년부터 꾸준히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세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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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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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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356 698,948 50 200 150 10,611 699,098 -31,742 -21,131

일반회계 660,336 673,943 0 0 0 0 673,943 -13,607 -13,607

기타
특별회계 5,980 5,491 0 0 0 10,611 5,491 489 11,100

기 금 1,039 19,513 50 200 150 0 19,663 -18,624 -1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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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4,132 -14,862 -12,225 -26,221 -31,742

통합재정수지 2 5,884 8,519 12,368 7,973 -21,131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3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136억원, 기금 186억원 적자이고 특별회계는

5억원 흑자입니다. 기금 적자가 증가한 원인은 2020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사업을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지출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

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와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0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1과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111억원 흑자를 보여 전체적으로 211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11억원

적자로 나타나지만 이는 예비비 최소화 지침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한 금액(265억원)이 내부거래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정운영상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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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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10,798 857,164 827,955 839,785 880,943 4,316,645 -0.80%

자 체 수 입 193,021 199,225 206,748 213,906 221,439 1,034,340 3,50%

이 전 수 입 532,948 543,910 560,532 559,154 587,120 2,783,664 2,4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4,829 114,028 60,675 66,725 72,384 498,641 -20.90%

세 출 910,798 857,164 827,955 839,785 880,943 4,316,645 -0.80%

경 상 지 출 204,883 181,111 149,707 159,603 167,846 863,151 -4.90%

사 업 수 요 705,915 676,053 678,248 680,182 713,097 3,453,494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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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8 51,8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7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47,97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2,12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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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주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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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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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29 829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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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82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민원인용 컴퓨터 교체 26

신규사업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프린터기 교체 11

공구대여은행 설치 48

컨테이너 가든 설치 7

범어천로 계단꾸미기 8

비품 공유사업 10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 사업 7

마을 곳곳 아름다운 꽃길조성 8

뒷골목 꽃길 만들기 6

마을 꽃길조성 8

서양산딸나무식재 7

관계삼거리 꽃화단 조성 10

범물근린공원 음악회 및 영화상영회 개최 5

정보통신과 수성못에도 공용와이파이를 설치해주세요~! 48

일자리경제과남부상가시장, 대동시장 먹거리 행사 5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확충 21

수성못 작은 도서관 50

빛 예술학교 운영 50

찾아가는 함장마을 음악밴드 2

교육지원과
톡톡 (talk and talk) 인성교육 아카데미 10

알파시티 청소년 미래 IT축제 13

관광과 고산1동 마을지도만들기 5

복지정책과 폐지수거 어르신께 경량리어카 지원 30

자원순환과

신천시장 등 가로수 밑 불법쓰레기 제로 7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고정웹방식) 5

불법 쓰레기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4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화단조성 6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

도시디자인과
전봇대와 문화(시, 명언, 공모작)의 만남 4

불법광고물 제거 및 전차단(전봇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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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알림마당)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30333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별첨)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골목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

신규사업

생활안전용 CCTV를 추가 설치해주세요 13

다목적 CCTV설치 13

골목길에 CCTV 설치해주세요 13

수성구 무인택배함 설치 45

그늘막 설치 9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9

스마트 그늘막 설치 9

교통과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교체 34

스쿨존 속도계 설치 8

버스승장장 지붕 설치 사업 8

지산타운앞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9

어린이보호구역표시 정비 10

건설과

욱수천에 계절꽃 식재 35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

도로 포장 15

수성초등 주변 LED  전등설치 13

매호천 휴게시설 추가 설치 2

보안등 정비 15

공원녹지과

관계지어린이공원 산책로 포장 정비해주세요 22

70번도로  화단조성 10

두리마을 둘레길 야생화  조성 10

호돌이공원 숲쉼터 조성 15

황금3주공 공원조경 조성사업 5

소공원내 청년운동시설 설치 12

자갈지압보도 및 산책로 야자나무매트 설치 15

보건행정과 진밭골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주세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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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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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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168 170 703,928 652,471 51,457

정책추진단 1 2 5 3 2,097 6,782 -6,702

감사실 1 1 3 1 145 140 6

행정국 1 8 16 20 78,247 1,152 11,159

기획재정국 1 11 21 19 20,850 92,052 -200

문화교육국 1 15 42 36 132,008 100,013 15,565

복지국 1 19 40 41 374,681 352,358 25,523

도시국 1 10 27 31 48,503 53,394 5,259

보건소 1 7 12 17 22,514 21,766 778

구의회 1 1 2 2 3,302 3,331 -29

동행정복지

센터
0 0 0 0 21,581 21,484 9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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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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 36.76 61.26 17.24 65.78 44.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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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3,928  443  61  38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81,986 527,171 589,333 652,471 703,928

국외여비 총액
(B=C+D) 227 234 384 471 443

국외업무여비(C) 69 63 73 76 61

국제화여비(D) 158 172 312 395 382

비율 0.05% 0.04% 0.07% 0.0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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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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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836 1,659 0.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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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71,500 514,500 574,500 636,900 686,836

행사･축제경비 604 746 1,313 1,727 1,659

비율 0.13 0.14 0.23 0.27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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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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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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249 52 37 160 86.07%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2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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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329 92.4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68 271 288 307 3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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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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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321 110 99 96 16 105.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55 305 321 321 32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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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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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2 4,688 4,688 0 7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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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845 3,203 3,305 4,471 4,688

한도 내 0 0 0 0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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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42 1,843,200 1,123

공무원 일‧숙직비 1,330 79,8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90 2,761,200 4,68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당 통계목(201-04)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산출근거 상 인원(A)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A): 본청 당직실 1일 당직인원수×일수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당 통계목(301-05)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23개동별 통장 인원 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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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