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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통공시

2021년 예천군 재정공시(결산)

2021. 8. 예천군수   (인)

◈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43억원으로, 전년대비 73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3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0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6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39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14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55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4,746건 (2,03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333건(11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5,47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예천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7,043 

636 

4,668 

142 

15,475 

9,082 

1,333 

5,103 

34 

14,571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유형자치단체살림살이규모비교

예천군 유형자치단체평균

(단위: 억원)



2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 우리 예천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82억원

보다 2,03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33억원보다 69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03억원보다   

43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억원보다 108억원 많고,

예천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천원보다 

220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571억원과 비교하여 

90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

단체들과 비교하여 살림규모가 작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736억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자체재원 규모가 

작지만 호명 신도시 개발 파급효과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확대 

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강화 등 추가적으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의견수렴”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오천룡(☎054-650-6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