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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 》《 》 단위 백만원( : , %)재정운영 결과 년도09(A) 년도08(B) 증감(A-B) 증감률(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유사단체평균① 세입세출·결산 세 입 368,305 358,340 9,965 2.8 936,044 413,934 362,857세 출 313,825 257,128 56,697 22.1 814,100 334,944 294,576지방채무-1② 원금 기준( ) 14,310 17,045 2,736△ 16.1△ 126,744 18,522 11,088일시차입금-2② 원금 기준( ) - - - - - - -채권 현재액③ 원금 기준( ) 5,587 4,657 931 20.0 78,417 6,663 7,110기금운용 현황④ 3,683 3,528 155 4.4 35,454 8,931 4,953공유재산⑤ 증감 및현 재 액 공유재산 977,608 1,588,771 611,163△ 38.5△ 2,330,807 600,060 540,695물 품 2,623 2,483 139 5.6 8,139 3,242 2,696
복식부기⑥ 재 무보 고 서

자산총계 1,273,179 1,210,160 63,020 5.2 3,721,210 1,456,630 1,205,300부채총계 25,478 24,083 1,396 5.8 159,120 27,494 16,401수익총계 258,266 270,024 11,758△ 4.3△ 683,746 281,127 242,131비용총계 196,113 170,684 25,429 14.9 596,666 199,257 174,712통합재정수지⑦ 예산편기준( ) 4,448 4,339 109 2.5 29,210△ 3,667△ 3317△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년도 금액을 기준2009※

동종단체 평균동종단체 평균동종단체 평균동종단체 평균※※※※ 은 전국 지자체 중 개 군 의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86 ( )郡

※※※※ 유사단체 평균유사단체 평균유사단체 평균유사단체 평균은 전국 개 군 중에서 여건이 비슷한 군 를 유형별로 개 그룹86 ( ) ( ) 4郡 郡

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전남에서는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진도군( , , , ,

장흥군 구례군 강진군이 있음, ,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 단위 백만원( : , %)

재정운영결과 년도09
(A)

년도08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
단체
평균

유사
단체
평균

재정분석진단결과·①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원 등 감사결과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인건비 집행-1③
현황 33,083 32,546 537 1.6 64,769 33,482 31,489

업무추진비 집행-2③
현황 392 452 59△ 13.2△ 705 351 336

지방의회경비-3③
집행현황 100 95 5 5.3 170 99 88

행사축제경비-4③ ․

집행현황 7,548 5,279 2,268 42.9 3,671 2,529 2,623

-5③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8,479 15,603 2,876 18.4 30,175 14,331 10,717

-6③ 기관운영 기본
경비 집행현황 2,418 2,589 171△ 6.6△ 4,636 2,825 1,768

-7③ 포상금 집행현황 1,279 1,130 149 13.2 1,909 843 793

만원 이상-8 1,000③
수의계약 실적 16,954 10,111 6,843 67.7 18,095 20,872 25,781

연말지출 비율-9③ 26,622 35,743 9,12△
1 25.5△ 15,281 14,216 13,425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④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년도 금액을 기준2009※

동종단체 평균은 전국 지자체 중 개 군 의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86 ( )郡※

※ 유사단체 평균은 전국 개 군 중에서 여건이 비슷한 군 를 유형별로 개 그룹86 ( ) ( ) 4郡 郡

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