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석 결과재정분석 결과재정분석 결과재정분석 결과9-2.9-2.9-2.9-2. 년 재정분석 결과년 재정분석 결과년 재정분석 결과년 재정분석 결과(2012 )(2012 )(2012 )(2012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 분석지표분석지표분석지표분석지표( )( )( )( ) 강진군강진군강진군강진군 동종단체평균동종단체평균동종단체평균동종단체평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건전성.
재정상태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1. 5.30% 4.63%
경상수지비율2. 57.84% 62.93%
지방채무잔액지수3. 4.34% 7.11%
지방채무상환비비율4. 0.25% 0.67%
장래세대부담비율5. 1.54% 1.66%
자체세입비율6. 9.30% 8.70%
자체세입증감률6-1. 42.08% 2.44%

.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
입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7. 1.0038 1.0031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8. -0.4233 -0.2358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9. 1.1066 1.0322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10. -0.3398 -0.1577
탄력세율적용노력도11. 0.9896 0.9914

세
출

인건비절감노력도12. 0.0290 0.029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13. 0.0740 0.1410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14. -0.0651 0.1114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15. 0.0983 -0.0721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16. -0.4425 -0.0687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17. 88.96% 100.69%
예산집행률18. 85.58% 79.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19. 52.33% 60.37%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20. 자체심사제외( ) 101.40% 69.0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20-1.자체심사포함( ) 97.04% 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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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표명지표명지표명지표명 산 식산 식산 식산 식 속성속성속성속성 지표값설명지표값설명지표값설명지표값설명

통합재정수지비율1. 세입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 )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건전성이우수함
경상수지비율2. 경상비용 경상수익/ 100 비율이높을수록재정건전성이낮은것으로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3. 지방채무잔액일반재원결산액/ 100 비율이높을수록미래채무상환의압박이가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4. 과거년 미래년간평균순지방비채무상환액 과거 년4 + 4 / 4미래 년간평균일반재원결산액+ 4 100 비율이높을수록장래세대의채무상환압박이가중
장래세대부담비율5.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100 비율이높을수록장래세대의채무부담이가중
자체세입비율6. 증감율조합( )

자체세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 + ) /결산액 100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전전년도분 자체( -세입실제수납액 전전년도자체세입실제수납액) / 100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재원확보의안정성이높음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7. 전년도지방세징수율 전전년도지방세징수율/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 ( /결정액) 100 지표값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은것을의미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8.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전전년도말 지방{1 - ( /세체납누계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높은것을의미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9. 전년도기준최근 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3 /전전년도기준최근 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3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자구노력수준이높은것을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 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전전년도말 세외{1-( /수입체납누계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높은것을의미
탄력세율적용노력11.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과세총액 전년도해당자치단체의지방세법상표준세율로/산출한해당세목의과세총액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자치단체의세입확충노력이높은것을의미
인건비절감노력12. 전년도인건비결산액 전년도총액인건비기준액{1-( / )} 총액인건비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적을수록예산절감노력이높은것으로분석

13.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전년도 지방의회{1 - ( /경비기준액)}-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개과목3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절감노력이 높은 것을의미

업무추진비절감노력14.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전년도 업무추진비{1 - ( /기준액)}-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과목해당2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것을의미

15.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전전년도 행사축제경{1 - ( /비비율)}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 세출결산액=( / ) 100 비율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음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16.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전전년도 민간이전경{1 - ( /비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 세출결산액=( / ) 100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은것으로판단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17. 최종사업예산액/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100 100% 에근접할수록재정운영의계획성이높음100%
예산집행률18. 세출결산액 예산현액/ 100 100% 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100%과정에서의효율성높음
정책사업투자비비츌19. 투자지출액 정책사업비결산액/ 100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비율조합( )
실제예산편성액 예산편성계획액/ (70%) +실제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계획건수/ (30%)자체심사포함( )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연계성을판단할수있는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계획재정운용노력이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