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
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
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19.52% 200,700 39,169 161,531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1.68% 다소 상향되었으나, 대부분
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
움이 많아, 자체사업의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84% 19.1% 20.69% 17.84% 19.5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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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낮은 인구수와 열악한 지역경제, 관할구역 내 미군
부대,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많아 세입확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
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1.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1.93% 200,700 84,158 116,542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46.97% 45.28% 45% 42.35% 41.9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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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가 다소 낮은 이유는 최근 3년간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
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는 20.40%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0.40% 694 142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9.79% 17.83% 21.21% 21.06% 20.4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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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00%미만은 
자체세입으로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는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
고 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가리키며, 이에 따라 정부 의존도 심화를 낮
추기 위해 우리구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G-(B+E)+F

통합재정수지 2
I=G-(B+E)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총  계 188,390 203,631 10 70 60 15,407 203,691 △15,301 106

일반회계 183,910 197,651 0 0 0 13,735 197,651 △13,740 △5

기타특별회계 3,866 5,160 10 70 60 1,654 5,220 △1,354 300

기 금 612 819 0 0 0 18 819 △206 △188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 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 및 사회복지
비 증가로 153억원 적자가 발생했으며, 
☞  통합재정수지 2는 전년도에 결산결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합산되면
서 1억원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23,412 △16,442 △13,343 △7,645 △15,301

통합재정수지 2 150 3 17 111 106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 등
 - 2013년도 전년도 대비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2억원이 증가, 이전수입 1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 2013년도 결산 결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합산하면서 1억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