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8.54 1,084,958 309,621 745,937 9,400 2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31.62 32.42 32.30 28.87 28.54

최종예산 34.39 33.35 32.95 27.51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는 한정적이나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복지비(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 감소(‘15년도 사회복지 비율 41.4%)

      ※ 2014년부터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잉여금,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아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67 1,084,958 604,014 451,544 9,400 2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1.75 62.66 62.62 57.62 55.67
최종예산 64.28 63.79 61.55 55.2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시의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은 세입구조로 

재정자주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방교부세 확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세수확충 노력이 필요함

      ※ 2014년부터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잉여금,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아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규모는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순수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며,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순융자지출을 포함한 순수재정수입

에서 순수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재정활동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로 12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46,362 1,281,945 8,289 2,460 -5,829 41,787 1,276,116 -29,754 12,033

1,055,558 1,061,032 7,900 1,100 -6,800 20,000 1,054,232 1,326 21,326

기타
특별회계 15,768 42,626 319 700 381 21,237 43,007 -27,239 -6,002

공기업
특별회계 150,018 148,993 0 300 300 550 149,293 725 1,275

기 금 25,018 29,294 70 360 290 0 29,584 -4,566 -4,56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9,555 -11,759 -8,298 -25,195 -29,753

통합재정수지 2 27,033 -4,270 19,446 9,227 12,033

☞ 통합재정수지가 120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매각수입 등 경상수입의 큰 감소와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까지 조성된 적립액(예치금)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아 지출계획과의

차액이 적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금 사업운영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맑은물공급사업 마무리 단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및 지방채발행 감소에 따라 흑자경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는 흑자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