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6.26% 1,735,143 455,578 1,162,663 7,700 109,202
32.55% (1,735,143) ( 564,780) ( 1,162,663 ) ( 7,70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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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30.54% 29.61% 28.55% 26.2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

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11% 1,735,143 921,582 696,659 7,700 109,202
59.41% ( 1,735,143 ) ( 1,030,784 ) ( 696,659 ) ( 7,700 )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53.37% 52.22% 53.36% 53.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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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9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895,498 1,789,512 692 1,073 381 1,789,893 105,605

일반회계 1,618,241 1,577,302 334 400 66 1,577,368 40,873
기타
특별회계 28,477 37,399 234 470 236 37,635 △9,158
공기업
특별회계 170,071 144,190 0 0 0 144,190 25,881
기 금 78,709 30,622 124 203 79 30,701 48,00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148,264 187,287 180,215 105,605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자체수입비율 17.72 24.52 27.79
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3.04 7.63 6.17

2. 지방세징수율 96.20 97.82 96.05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6 1.0002 0.9986

3. 체납액관리비율 1.24 1.27 2.34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7.83 △4.24 7.21

4. 지방보조금비율 8.86 5.88 7.78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4.29 12.08 13.53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30 2.40 3.01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18.01 14.30 13.29

6. 자체경비비율 12.78 10.21 12.31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8.26 9.07 6.5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48 101.96 105.26
8. 세수오차비율 95.24 92.51 94.14
9. 이·불용액비율 4.74 7.79 11.86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5.90 1.90 2.15
11. 관리채무비율 5.18 6.54 2.83
12. 통합유동부채비율 8.84 22.66 13.27
13. 공기업부채비율 13.32 34.44 12.82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