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36% 5.52% 5.23%
2. 경상수지비율 63.03%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3.78% 9.33% 2.07%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3.89%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30.22% 26.10% 8.6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9.7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3.0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6.46% 24.11% 5.6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3.13%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0.77% 1.78% 1.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08%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5.91% 97.30% 95.0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23 0.9997 1.007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0% 1.87% 0.56%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9.73% 21.36% 23.3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3% 1.23% 0.61%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05% 12.37% 16.59%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5 
14. 지방보조금비율 9.24%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9.78%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3%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46.61%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79.76% 91.76% 85.66%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3.79% 79.72% 86.1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7% 0.45%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4.16% 2.26% -0.3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3.05% △5.97% -2.35%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
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
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