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함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9.87% ) (553,279) (54,621) (430,690) (2,455) (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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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 2017 2018 2019 2020

7.91% 9.94% 6.13% 6.38% 9.8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전년대비 2.03%p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3.81%p 하락했으

며, 유사 지자체 대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적고 주민의 대부분

이 노인이어서 세원이 부족한 지역 특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적극적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국도비 예산) 확보로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큰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함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09%) (553,279) (299,243) (186,609) (2,455) (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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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 2017 2018 2019 2020

56.64% 58.58% 49.75% 50.81% 54.0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전년대비 1.94%p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8.83%p
하락했으며, 유사 지자체 대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2019, 2020년에는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함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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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542 526,692 3,180 3,296 117 526,808 -32,267

일반회계 485,312 509,726 0 0 0 509,726 -24,414

기타
특별회계 6,729 12,271 3,180 3,296 117 12,387 -5,658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2,501 4,695 0 0 0 4,695 -2,195

▸ 결산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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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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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8 34,389 26,463 19,181 -32,267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4.38

(지방세수입증감률) 0.81

1-2. 세외수입비율 4.01

(세외수입증감률) 0.02

2. 지방세징수율 95.6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5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09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05

4. 지방보조금비율 7.36

(지방보조금증감률) 0.02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0

6. 자체경비비율 43.74

(자체경비증감률) 0.30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13

8. 세수오차비율 95.62

9. 이·불용액비율 0.0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5.24

11. 관리채무비율 0.0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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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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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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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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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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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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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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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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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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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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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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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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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