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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33.35% 978,788 326,460 645,528 6,8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 시는 동종단체에 비해 자체세입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32.6% 32.13% 34.08% 34.39% 33.35%

☞ 동종단체보다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신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

및 예산의 긴축재정 운영 등 건전재정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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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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6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3.79% 978,788 624,340 347,648 6,8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수입 + 교부세 + 재정보전금

☞ 시의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세입구조가

취약한 실정임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주도 69.86% 61.41% 65.09% 64.28% 63.79%

☞ ‘08년도를 정점으로 교부세 지원이 ’09년에 대폭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교부세 산정증액 요인 발굴 및 인센티브

확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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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전주시의 재정력지수는 52.14%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2.14 4,749 2,476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력지수 41.9 43.13 50.5 55.15 52.14

☞ ‘10년부터 부동산 경기회복 등의 사유로 지방세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력지수가

향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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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순계예산)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통합재정

수지는 1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G=B+E)

통합재정수지 1H=A-(B+E)
통합재정수지 2I=A-(B+E)+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E=D-C)

순세계잉여금(F)
총  계 1,133,721 1,190,346 27,389 4,857 -22,531 51,708 1,167,814 -34,093 17,615

일반회계 931,018 935,163 4,800 2,063 -2,737 35,708 932,426 -1,407 34,300

공기업특별회계 126,278 152,846 22,200 1,754 -20,445 4,991 132,400 -6,121 -1,129

기타특별회계 17,822 33,004 319 700 381 11,008 33,385 -15,563 -4,554

기 금 58,601 69,332 70 340 270 0 69,602 -11,000 -11,000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합재정수지 1 -46,381 -74,624 -17,445 5,935 -34,093

통합재정수지 2 -3,333 -23,590 16,833 46,298 17,615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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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2012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도 1조1,049억원보다 629억원이

증가한 1조 1,67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76억원

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규모 ?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예산순계 ?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