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정운영상황개요서

□ 세입여건

 ○ (자체수입) ‘코로나19’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기대

    - 다만,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국제적인 백신 상용화 상황 등의 

변동요인은 감안할 필요

□  세출여건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

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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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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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규모

1-1-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전체세입
예산액(D)

재정자립도
(C/D*100)

25,121,018 15,118,839 40,239,857 601,793,056 6.69

1-1-2.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지방세
(A)

세외수입
(B)

지방교부세
(C)

조정교부금등
(D)

전체세입
예산액(E)

재정자주도
((A+B+C+D)/E

*100)

25,121,018 15,118,839 307,900,000 7,338,600 601,793,056 59.07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A/B*100)

100,525,033 601,793,056 16.7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자체사업예산액
(A)

자체사업비율
(A/C*100)

보조사업예산액
(B)

보조사업비율
(B/C*100)

전체예산액
(C)

134,375,928 22.33 368,197,877 61.18 601,793,056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A/B*100)

78,351,925 601,793,05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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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예비비 확보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비비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14,000,000 601,793,056 2.33

1-1-7.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인건비
(D)

자체수입 대 
인건비비율
(D/C*100)

25,121,018 15,118,839 40,239,857 60,836,909 151.19

1-2. 통합부채(2020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비고

통합부채 51,572

  1. 유동부채 18,192

  2. 장기차입부채 24,800

  3. 기타비유동부채 8,580

1-3. 우발부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우발채무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총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소송관련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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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총    괄 >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601,793,056 100.00 473,433,011 78.67 128,360,045 21.33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 천원, %)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473,433,011 136,802,832 336,557,479 72,700

 -‘법정지출’사업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법정전출금등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703-01 ·교육청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703-02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제4조)

기타회계등

전출금 
701-01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의료급여법제25조)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의10%,주차장법)

부담금

304-01 ·지자체가시행자인경우의도시개발사업비용부담

 (도시개발법 제54조)

·지자체가시행자인경우의산업단지개발비용부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선거비용보전에따른부담금(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지방직영기업손실부담금(지방공기업법제14조)

※ 자치단체간부담금(222-01),일반부담금(222-02)수입과

   연계된 세출예산은 법정의무 지출임.

304-02

304-03

304-04

308-07

308-12

310-02

기금전출금 702-01

·재난관리기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제15조)

·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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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손실보상, 수당 등

307-09중 ·버스노선손실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308-01중 ·누리과정경비(유아교육법제24조)

301-01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제62조의2)

101-01

·지방공무원봉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공무원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

101-02

101-03

 -‘의무지출’사업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성격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3 ·특정업무경비

201-01중 ·일∙숙직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02 ·월액여비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7-07 ·연금지급금

의회관련 경비

205-01 ·의정활동비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1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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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국가보조사업, 도 보조사업

 -‘이자지출’사업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상환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311-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20.7.1~2021.6.30)

감사기관 처분요구 제목 금액 비고

해  당  없  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단위 : 천원)

해당연도 감액사유 위반내역 대상액 비고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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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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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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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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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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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년도 결산기준)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발행

연도

발행

금액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위치
추진상황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4,800

1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

(보조)

2020

2,400 6,102 3,051 610 2,441
2019

-2021
신안군

2019. 1. 사업추진계획수립
2019. 3. 세부설계 용역 착수
2019.12.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9.12.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2020. 1. 공사 착공
2021.12. 공사 준공 예정

2

어촌뉴딜

300사업

(보조)

5,300 44,828 13,448 4,034 9,414
2019

-2021

임자

외

2020. 2. 계약심사(도)
2020. 2. 입찰 참가자 선정 공고
2020. 3. 계약 의뢰
2020. 4. 용역 착수
2022. 4. 용역 준공 예정

3

어촌뉴딜

300사업

(20년선정)

(보조)

3,500 69,094 48,366 6,218 14,510
2020

-2022

흑산

외

2020.03. 계약심사(도)
2020.05.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
2020.11. 기본계획 심의
2020.12. 기본계획 고시
2021.01. 세부사업별 발주
2022.12. 준공

4

신안천일염

종합처리

유통센터건립

(보조)

3,500 15,000 7,500 - 7,500
2018

-2022
압해

2018.08.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18.09. 지방재정투자심사
2019.08.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모
2019.11.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021.10.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
2021.11. 공사 착공
2022.08. 공사 준공 예정

5

군단위LPG

배관망 지원

사업(보조)

3,000 19,363 9,650 863 7,298
2019

-2021
지도

2019. 01. 업무협약 체결
2019. 02. 설계 및 감리용역 선정
2019. 03. 설계 및 감리용역 착수
2019. 07. 실시설계완료
2019. 10. 시공사, 공급사 선정
2020. 03. 공사 착수
2021. 12. 공사 준공 및 정산(예정)

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보조)

3,100 30,676 1,534 - 15,338
2017

-2022

흑산

외

2016.01. 국고지원 확정
2016.11. 협약체결(신안군–한국수자원공사)
2017.0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09.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발주
2022.12. 준공

7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보조)

4,000 67,200 47,040 6,048 14,112
2015

-2022

압해

외

2016.0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9.01. 해저관로 공법선정
2019.03. 실시설계 완료
2019.04.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2019.06. 공사 착공
2022.12. 준공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 없음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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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단위: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

총    계 97,420,231,996 92,728,309,836 178,279,350 4,893,332,090

지방세수입 28,508,641,390 27,178,333,480 90,552,870 1,619,444,320

지방세 28,508,641,390 27,178,333,480 90,552,870 1,619,444,320

보통세 27,037,240,450 26,366,735,430 1,053,360 859,263,260

지난년도수입 1,471,400,940 811,598,050 89,499,510 760,181,060

세외수입 68,911,590,606 65,549,976,356 87,726,480 3,273,887,770

경상적세외수입 9,423,721,776 9,337,677,436 86,044,340

재산임대수입 2,234,478,650 2,210,434,600 24,044,050

사용료수입 1,252,766,670 1,203,643,980 49,122,690

수수료수입 707,202,030 694,872,350 12,329,680

사업수입 1,472,330,310 1,472,045,150 285,160

징수교부금수입 1,358,901,170 1,358,901,170

이자수입 2,398,042,946 2,397,780,186 262,760

임시적세외수입 59,487,868,830 56,212,298,920 87,726,480 3,187,843,430

재산매각수입 2,532,488,250 2,532,488,250

부담금 5,832,497,430 5,882,442,350 55,080

과징금및과태료 등 489,127,480 269,741,790 9,119,200 210,266,490

기타수입 48,711,760,750 47,026,745,300 1,685,015,450

지난연도수입 1,871,994,920 532,049,280 78,607,280 1,292,50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