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진 군 재정공시 제 호 강 진 군 수1 (2009. 8. )

◈ 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는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는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는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는2008 ( + )2008 ( + )2008 ( + )2008 ( + )

억원억원억원억원3,5833,5833,5833,583 으로 전년 대비 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30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 ) 억원억원억원억원1,1241,1241,1241,124 규모로

군민 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만원이며군민 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만원이며군민 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만원이며군민 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만원이며1 281 281 281 28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 , , , , , )※
❍ 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 교부세 보조금 은( , ) 억원억원억원억원2,4592,4592,4592,459 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신축 상수도사업 등, 추진으로 우리 군의

순순순순채무채무채무채무는 억는 억는 억는 억35353535 원으로원으로원으로원으로 군민 인당군민 인당군민 인당군민 인당1111 연간연간연간연간 채무채무채무채무액액액액은은은은 만원만원만원만원8888

입니다.

❍ 공유재산은공유재산은공유재산은공유재산은 년도에 성전 북초등학교 부지 외‘08 건 억원을건 억원을건 억원을건 억원을865 (14,724 )865 (14,724 )865 (14,724 )865 (14,724 )

취득취득취득취득하고 옴천 영산보건진료소 부지, 외 건 억원 을 매각건 억원 을 매각건 억원 을 매각건 억원 을 매각21 (10 )21 (10 )21 (10 )21 (10 ) 하여,

현재는 총 억원총 억원총 억원총 억원15,88715,88715,88715,887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규모를 유지하고 있습규모를 유지하고 있습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니다니다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와 살림살이와 살림살이와 살림살이와 살림살이를 비교비교비교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동종동종동종동종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살림살이살림살이살림살이살림살이     규모규모규모규모     비교비교비교비교 ((((단위단위단위단위 ::::억원억원억원억원 ))))

-1,0002,0003,0004,000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강 진 군동종지자체



우리 군의◈ 년 살림규모는 억원으로년 살림규모는 억원으로년 살림규모는 억원으로년 살림규모는 억원으로‘08 3,583‘08 3,583‘08 3,583‘08 3,583

동종단체 억원 보다3,228 억원이억원이억원이억원이355355355355 많은 규모입니다.

ㅇ 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은은은은 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1,019 (1,156 )1,019 (1,156 )1,019 (1,156 )1,019 (1,156 )

보다 억원이보다 억원이보다 억원이보다 억원이137137137137 더 적으며,

ㅇ 의존재원은 억원의존재원은 억원의존재원은 억원의존재원은 억원2,4412,4412,4412,441 으로으로으로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동종단체 평균액 억원동종단체 평균액 억원동종단체 평균액 억원(2,023 )(2,023 )(2,023 )(2,023 )

보다 억원이 많으나보다 억원이 많으나보다 억원이 많으나보다 억원이 많으나418 ,418 ,418 ,418 ,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 입니다.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 보다 높은 억원(158 ) 170ㅇ

규모이며 국비상환 채무가 억원이 포함되어 있어135 ,

실질채무는 억원실질채무는 억원실질채무는 억원실질채무는 억원35353535 으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의 평균액 억 보다(3,851 )

억원이 많은억원이 많은억원이 많은억원이 많은12,03612,03612,03612,036 억원 규모억원 규모억원 규모억원 규모15,88715,88715,88715,887 입니다.

◈ 한편 우리 군의 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08

재정자립도 는 이며 전국 평균12.1% ( 53.4%),ꡐ ꡑ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ꡐ

자주도 는 전국평균 입니다63.1%( 81.0%) .ꡑ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재정, 자립도가 안팎의10%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적기상환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화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한 많은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 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공시는 별지와※ ㆍ

같습니다.

문의처 강진군청 기획정책실 061-430-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