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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년 결산기준('09 )①

단위( : %)

지 표 별 우리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속성

재

정

건

전

성

통합재정수지비율1. ↑ △ 9.53 △ 9.89 △12.03

경상수지비율2. ↓ 62.42 74.82 65.61

지방채무잔액지수3. ↓ 24.12 19.78 13.09

지방채무상환비비율4. ↓ 2.82 2.53 1.34

장래세대부담비율5. ↓ 3.30 4.42 3.00

자체세입비율6. ↑ 22.49 25.19 20.80

재

정

효

율

성

세

입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7. ↑ 0.9877 1.0002 0.996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8. ↑ 0.1188△ 0.0114 0.037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9. ↑ 1.0825 1.0454 1.0515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10. ↑ 0.1146△ 0.0336△ 0.0879△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11. ↑ 0.9938 0.9974 0.9954

세

출

인건비 절감 노력도12. ↑ 0.0184 0.0035△ 0.000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13. ↑ 0.0442 0.1432 0.155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14. ↑ 0.1641 0.1502 0.1319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15. ↑ 0.1296 0.1651 0.1808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16. ↑ 0.0133△ 0.0876 0.0625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17. 100% 106.14 106.54 103.98

예산집행률18. ↑ 83.69 86.84 81.77

정책사업투자비비율19. ↑ 42.98 46.57 58.59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20. 100% 59.47 61.62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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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석이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검증,

하는 과정이며

’10▸ 년 재정분석 진단은 ’ 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평가하였음09

☞ 『우리시 년 결산기준 재정분석 진단결과’09 』

▸ 우리시 재정은 전반적으로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화 관광 도로, , , ,

공원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사회기반시설유지비 등이 날로 늘어나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투,

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경직성 경비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경직성 경비의 고정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소모성 경비 및 행정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비

비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지역 사업 및 도로개설 등에 따른 지방채무 증가가 재정압박의SOC▸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여 재정,

수요를 줄이고 년도와 같이 예산절감과 시정 경영혁신을 통한 경상’08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로 사전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과감한

세수행정 집행으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생산성 확보가 필요함

한편,▸ 행사 축제성 경비에 있어서는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행사축제

경비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민간이전경비 역시 사전심사제도 강화 및

평가로 반복적인 집행을 줄인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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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단체 비교〔 〕

재정건전성 분야.Ⅰ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자체세입비율은 양호하나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 ,☞
에 따른 교부세감소 국고보조사업 및 일자리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증가,
에 따른 자주재원감소와 도로건설 마무리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재정관리가 필요함

안정성 비교

△20.00

0

20.00

40.00

60.00

동종단체 △12.03 65.61 13.09 1.34 3.00 20.80

우 리 시 △9.53 62.42 24.12 2.82 3.30 22.49

1. 통합재정
수지비율

2. 경상수지
비율

3. 지방채무
잔액지수

4.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5. 장래세대
부담비율

6. 자체세입
비율

재정효율성 세입확충 노력 분야. ( )Ⅱ

☞ 세외수입은 동종단체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및 체납액 축소
노력지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액은 감소되고 체납액이 증가하여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재정효율성(세입) 비교

△0.5000

-

0.5000

1.0000

1.5000

동종단체 0.9967 △0.0379 1.0515 △0.0879 0.9954

우 리 시 0.9877 △0.1188 1.0825 △0.1146 0.9938

7. 지방세징수율
제고

8. 지방세체납액
축소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 세외수입체
납액 축소

11. 탄력세율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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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효율성 세출절감 노력 분야. ( )Ⅲ

결원율 유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억제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업무추,☞
진비 절감은 우수하나 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추계전국대학축구ISU 4 , 2009
연맹전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규모 축제행사 개최 및 노,
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신규부담으로 행사축제경비 민, ,
간이전경비의 지표는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재정효율성(세출) 비교

△0.1000

△0.0500

-

0.0500

0.1000

0.1500

0.2000

동종단체 △0.0002 0.1557 0.1319 0.1808 0.0625

우 리 시 0.0184 0.0442 0.1641 0.1296 △0.0133

12. 인건비 절감
13. 지방의회경
비 절감

14. 업무추진비
절감

15. 행사축제경
비 절감

16. 민간이전경
비 절감

재정계획성 분야.Ⅳ

경기침체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중기재정☞
계획반영비율 에 가까울수록 좋음 이 동종단체에 비해 낮고 정책사업(100 ) ,
투자비비율도 동종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나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한 실적을 보임.

재정계획성 비교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동종단체 103.98 81.77 58.59 55.27

우 리 시 106.14 83.69 42.98 59.47

17.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8. 예산집행률
19. 정책사업투자

비비율
20. 투융자심사사
업 예산편성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