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3-1.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지만 년 결산기준 재정☞ 
자립도는 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재정자주도3-2.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

다는 의미이며 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연도별 재정자주도는 년 년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었☞ 
으나 년에는 재정자주도가 향상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남

통합재정수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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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307,552 304,895 15 55 40 304,935 2,617

303,121 300,074 0 0 0 300,074 3,047

4,207 4,429 0 0 0 4,429 -222

224 392 15 55 40 432 -207

결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세입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년에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년에 비해 억 감소하였으며☞ 
순세입의 증가폭이 세출의 증가폭 보다 커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