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1 391,638 32,548 342,090 17,000

(12.65) (391,638) (49,548) (342,090)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예산
6.58 7.93 7.34 6.72 8.31

(11.56) (13.09) (12.07) (11.33) (12.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 증가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체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의존재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91 391,638 218,966 155,672 0 17,000
(60.25) (391,638) (235,966) (155,672)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예산
50.76 53.97 52.75 54.25 55,91

(55.74) (59.13) (57.47) (58.86) (60.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①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16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우리군의 여건상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영향을 크게받으며, 

보통교부세의 증감에 따라 재정자주도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큽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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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0,376 402,847 318 2,100 1,782 27,273 404,629 -24,253 3,019

일반회계 374,638 390,344 0 0 0 17,000 390,344 -15,706 1,294

기타
특별회계

5,320 11,884 318 2,100 1,782 10,273 13,666 -8,346 1,927

기 금 418 619 0 0 0 0 619 -201 -2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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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9,159 -19,948 -23,380 -19,163 -24,253

통합재정수지 2 608 209 516 5,700 3,019

☞ 2020년 당초예산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55억원 늘어난 4,046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242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3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