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豫算編成 財源配分

      세입예산
     지방세는 징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현실성 있게 편성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89억원(12.2%)증가(3,198 ⇒ 3,587)

           ☞ 경기호전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등록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

              취득세·등록세 등 2,729억원('03대비 379 증), 지방교육세 858억원('03년 대비 10 

증)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예상액과 공공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실현 가능한 세입을 

        전액 반영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72억원(53.5%)증가 (508 ⇒ 780)  

           ☞ 2003년도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은 

        중앙부처 내시액 및 교부예상액 편성

        ▷ 지방교부세 : '03년 당초예산 대비 212억원(7.2%)증가(2,940⇒ 

3,152)

        ▷ 지방양여금 : '03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원(6.9%)증가(1,519⇒ 

1,624)

        ▷ 국고보조금 : '03년 당초예산 대비 418억원(7.3%)증가(5,770⇒ 

6,188)

           ☞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 현실화 노력 및 인센티브 등 감안 반영,

               지방양여금의 국가예산규모 증가율 등을 감안 계상 



      자체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는 미발행 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유지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 감소(100⇒ 0)  

           ☞ 재난재해 발생시에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원칙 유지('03년 태풍 매비 복구비 

              지방채 발행 : 500억원)



             
      세출예산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86억원(9.4%)증가 (919 ⇒ 1,005)

           ☞ 인건비 '03. 9.1정원기준에 처우개선비 3%증액반영,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에

서

              인건비로 조정, 기준경비(복리후생비, 의회경비 등)는 국가예산 책정 기준편

성,

              총액경비(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포상금 등)는 조직과 정원기준으로 편

성

      경상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수준 Up Grade을 위한 사업 등 도정운영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비는 증액하고, 임시성·일회성·소모성 경비는 억제하여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生産的 豫算』에 중점 편성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원(16.1%)증가 (915 ⇒ 1,062)

      투자재원은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계속사업

        위주로 재원 편성

         -「지역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도정시책과 연계시켜 

           전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사업에 대한「투·융자심사」「중기재정계획」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신규사업은 필수사업 위주로, 추진중인 사업은

           투자의 효율성·능률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790억원(8.1%)증가(9,723 ⇒ 10,513)

      수해 등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등에 대한 채무상환은

        건전재정 기조운영을 위해 잉여재원으로 우선적 계상하고



        예비비 등은 의무적 경비 계상

        ▷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72억원(11%)증가(2,478 ⇒ 2,750)

           ☞ 채무상환 555억원 ('03년 대비191억원, 52.4% 증), 예비비기타 2,19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