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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29.04 1,675,665 486,546 1,150,319 38,800 0
( 26.93 ) ( 1,675,665 ) ( 451,246 ) ( 1,150,319 ) ( 38,800 ) ( 35,3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2.18 31.68 30.71 30.95 29.04
( 30.44 ) ( 29.77 ) ( 29.19 ) ( 28.86 ) ( 26.9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 예산 총계기준 작년대비 자체 세입원은 335억원 증가 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

원매입,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육상 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덕진보건소 건립 등에 따른 지방채(388억원) 발행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자체세입액 4,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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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53.45 1,675,665 895,608 741,257 38,800 0

(51.34) (1,675,665) (860,308) (741,257) 38,800 (35,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7.70
(55.96)

55.70
(53.79)

55.42
(53.90)

54.97
(52.88)

53.45
(51.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지방소득세 등으로 인해 자체 세입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4.5%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1.52% 감소하였습니다.

유사단체의 평균 자주도에 비해 우리시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유사단체에 비해 자체

세입원이 열악하나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로 이전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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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878,154 1,911,791 708 1,660 952 50,339 1,912,743 △34,588 15,751

일반회계 1,601,565 1,641,366 300 400 100 35,000 1,641,466 △39,901 △4,901

기타
특별회계 26,550 44,424 318 700 382 9,139 44,806 △18,256 △9,117

공기업
특별회계 167,018 169,139 0 0 0 6,200 169,139 △2,120 4,080

기 금 83,021 56,862 90 560 470 0 57,332 25,689 25,68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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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85,121 107,672 183,049 39,790 △34,588

통합재정수지 2 126,576 138,648 211,407 77,460 15,571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 규모는 전년대비 2,422억 증가한 19,127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57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9년 통합재정규모 16,70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