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시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8,044억원) 보다   

2,35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0억원)보다 950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004억원)보다 42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524억원)보다 524억원 적고,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63천원)보다 263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조9,267억원)과 비교하여 8,634억

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26%이며 (동종단체 평균 24.19%), 자체수

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98% (동

종단체 평균 59.24%) 입니다.

 ※ 전국 평균 : 재정자립도 43.9%, 재정자주도 68.4%

◈ 우리 시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

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의존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자체수입 증대 

및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 경상적 경비의 절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심미숙 주무관

(☎ 033-570-3212, e-mail : misuki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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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26% 425,278 77,667 336,169 0 11,44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15.09% 17.04% 15.95% 24.15% 18.2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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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총 세입중 매년 자체세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24.19%보다 5.93%나 낮은 18.26% 로 비교적 의존재원이 높은 실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규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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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0.98% 425,278 301,882 111,954 0 11,44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3.88% 70.33% 70.31% 71.70% 70.9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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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총 세입중 자주재원은 3,019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 59.24%
보다 11.74%나 높은 70.98%로 비교적 재정운용 상황이 다소 안정적입니다.

- 자주재원(3,019억원) : 자체수입(777억원) + 지방교부세(2,172원) + 조정교부금(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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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5,932 455,880 112 361 249 24,286 456,129 -20,197 4,089

일반회계 413,835 411,476 - - - 6,055 411,476 2,359 8,414

기타
특별회계

5,206 22,622 7 61 54 18,231 22,676 -17,470 761

공기업
특별회계

16,723 21,331 - - - - 21,331 -4,608 -4,608

기 금 168 451 105 300 195 - 646 -478 -47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17,409 -16,898 -18,393 -21,250 -20,197

통합재정수지 2 -3,460 54 175 1,174 4,089

◈ 2014년「통합재정수지1」은 전년대비 적자폭이 10억원 감소하여 202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
243억원을 포함하면「통합재정수지2」는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1억원의 흑자입니다.

☞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 (순지출 ▵328억원 - 순세입 ▵318억원)

-「통합재정수지2」은 전년대비 29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1」10억원 + 순세계잉여금 19억원)

◈「통합재정수지1」은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차입금, 국도비사용잔액) 및 보전지출(차입금
원금상환, 차기 이월금)이 제외되어 적자로 나타나며, 전년대비 감소추세이며,「통합재정
수지2」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면 점차 흑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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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정보 (최종예산편_ 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주요 증감내용

1. 세입 (E) 435,932 467,690 ▵31,758 전년대비 317억 감소

(순세계잉여금포함시) 460,218 490,114 ▵29,896

1. 경상수입 76,130 82,074 ▵5,944 전년대비 59억 감소

1.1 지방세 21,252 21,836 ▵584 지방소득5억↓, 자동차4억↓,재산3억↑

1.2 세외수입 54,878 60,238 ▵5,360 그외수입219억↑,기부금290억↓ 등

2. 이전수입 349,759 384,465 ▵34,706 전년대비 347억 감소

2.1 중앙정부이전수입 319,629 338,569 ▵18,940 지방교부세21억↓,국고보조금168억↓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130 45,896 ▵15,766 조정교부금13억↑,도비보조금171억↓

3 자본수입 10,043 1,151 8,892 와우산매각 69억, 새롬아파트 2억 등 ↑

4. 융자․출자회수금 112 209 ▵97 전년대비 소폭감소

4.1 자치단체융자회수금 - - - -

4.2 민간융자회수금 112 209 ▵97

2. 세출 455,880 487,989 ▵32,109 전년대비 321억 감소

2.1. 경상지출(A) 225,689 213,910 11,779 인건비33억, 예비비41억, 반환금10억
사회보장적수혜금 63억 등 ↑

2.2 자본지출(B) 230,191 274,079 ▵43,888 시설비및자산취득비등 607억↓,
민간자본보조156억↑, 기타 12억↑ 등

2.3. 융자․출자지출 361 1,161 ▵800 국민기초특별회계 예탁금 감소

2.4 순융자(C) 249 951 ▵702 세입(4) - 세출(2.3) = 순융자(c)

통합재정규모D=(A+B+C) 456,129 488,940 ▵32,811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1F=(E-D) ▵20,197 ▵21,250 1,053 전년대비 10억 증가 (328억-318억)

통합재정수지2G=(F+H)
(순세계잉여금포함) 4,089 1,174 2,915 전년대비 29억 증가(10억+19억)

3. 보전재원 32,474 21,250 11,224 전년대비 112억 증가

1. 수입 32,474 33,095 ▵621 전년대비 6억 감소

1.1 차입금(지방채) - - -

1.2 전년도이월금(순세계등) 32,474 33,095 ▵621 순세계 19억↑, 국도비사용잔액 25억↓

2. 지출 ▵12,277 ▵11,845 432 전년대비 4억 증가

2.2 차기이월금
(반환금및예치금) 12,277 11,845 432 반환금 18억↑, 차입금상환 14억↓

4. 내부거래 - - -

4.1. 전입금 12,140 23,299 ▵11,159 일반27억,기타30억,공기업60억,기금4억

4.2. 전출금 ▵12,140 ▵23,299 11,159 일반84억, 기타37억

※순세계잉여금(H) 24,286 22,424 1,862 일반회계 137억↓,기타특별 15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