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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3-1.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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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나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하여 자체세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자주도3-2.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기준 는 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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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과 

자주적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3-3.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 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530,147 544,447 304 570 266 544,713 -14,566

496,618 493,594 0 0 0 493,594 3,025

10,962 10,053 129 90 -39 10,014 948

22,319 40,262 0 0 0 40,262 -17,943

248 538 175 480 305 843 -595

결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세입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38,113 13,898 -2,529 40,315 -14,566

원활한 상 하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증가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억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