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정운영상황개요서

□  세입여건

  ○ (지방세)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불투명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

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지방교부세)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국세 세수가 늘어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22년 대비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험도 존재

  ○ (조정교부금)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한 시세 증가로 소

폭 증액 예상

  ○ (국·도비보조금)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세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정상세 둔화로 불확

실성 상존

  ○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다소 증가 전망

□  세출여건

  ○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도, 도로 등 노후 SOC 지속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일자리·복지)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

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인구변화 대응)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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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01,018 16,526,585 44,927,603 647,259,208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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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01,018 16,526,585 348,650,000 9,258,300 647,259,208 62.24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A/B*100)

110,401,977 647,259,208 17.06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자체사업예산액
(A)

자체사업비율
(A/C*100)

보조사업예산액
(B)

보조사업비율
(B/C*100)

전체예산액
(C)

156,962,291 24.25 394,479,012 60.95 647,259,208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A/B*100)

74,325,512 647,259,208 11.48



1-1-6. 예비비 확보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비비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10,204,900 647,259,20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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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01,018 16,526,585 44,927,603 54,813,352 122.0

1-2. 통합부채(2021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비고

통합부채 40,046

  1. 유동부채 23,922

  2. 장기차입부채 0

  3. 기타비유동부채 16,124

1-3. 우발부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우발채무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총    계 544,282 544,28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44,282 544,282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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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259,208 100 497,890,411 76.92 149,368,888 23.07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 천원, %)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497,890,411 116,097,898 381,792,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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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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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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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2022.6.30)

감사기관 처분요구 제목 금액 비고

해  당  없  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단위 : 천원)

해당연도 감액사유 위반내역 대상액 비고

해 당 없 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결산 지연에 따른 미통보

1-9.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1년도 결산기준)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해당 없음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 없음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 없음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단위: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

총    계 63,762,467,067 57,973,201,847 204,065,670 5,585,199,550

지방세수입 31,789,594,890 29,846,270,590 141,724,670 1,801,599,630

지방세 31,789,594,890 29,846,270,590 141,724,670 1,801,599,630

보통세 30,316,503,700 29,338,208,060 550,160 977,745,480

지난년도수입 1,473,091,190 508,062,530 141,174,510 823,854,150

세외수입 31,972,872,177 28,126,931,257 62,341,000 3,783,599,920

경상적세외수입 3,837,216,138 6,506,894,158 204,065,670 330,321,980

재산임대수입 925,536,530 637,951,860 287,584,670

사용료수입 1,320,729,470 1,301,790,170 18,939,300

수수료수입 1,499,693,430 1,480,280,300 19,413,130

사업수입 312,014,400 311,326,300 688,100

징수교부금수입 1,325,841,060 1,325,841,060 0

이자수입 1,453,401,248 1,449,704,468 3,696,780

임시적세외수입 16,834,081,409 13,764,118,799 60,166,910 3,009,795,700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

재산매각수입 331,981,240 311,738,040 20,243,200

보조금반환수입 3,002,720,590 2,989,660,660 13,059,930

기타수입 10,780,989,889 10,051,680,919 729,308,970

지난연도수입 2,718,389,690 411,039,180 60,166,910 2,247,183,60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8,301,574,630 7,855,918,300 2,174,090 443,482,240

과징금 211,022,170 169,541,940 41,480,230

이행강제금 55,960,930 42,840,930 13,120,000

변상금 3,251,670 1,344,880 1,906,790

과태료 655,133,140 324,339,450 1,412,200 329,381,490

환수금 312,787,230 296,642,700 761,890 15,382,640

부담금 7,063,419,490 7,021,208,400 42,21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