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유사 지자체 

평균
전국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16.75% 10.28% 23.62%

1-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13.35% 15.21% 14.07%

1-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5.23% 3.89% 3.58%

1-2-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4.38% 5.81% 3.53%

2. 지방세징수율 97.65% 96.63% 98.17%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9 1.0044 1.0036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7% 0.72% 1.01%

3-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0.25% -0.84% -5.62%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6% 0.74% 0.79%

3-2-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0.41% 7.95% 6.48%

4. 지방보조금비율 8.11% 7.30% 5.26%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1.10% 5.54% 6.9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30% 2.38% 2.28%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5.50% 20.26% 13.99%

6. 자체경비비율 19.11% 31.72% 9.48%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9.26% 1.00% 4.51%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57% 92.97% 100.16%

8. 세수오차비율 94.95% 94.53% 89.73%

9. 이·불용액비율 5.39% 7.07% 5.7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05% -2.50% -2.23%

11. 관리채무비율 2.48% 0.97% 6..28%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67% 8.29% 26.27%

13. 공기업부채비율 15.45% 56.63% 34.94%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감율이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및 인구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89억원 증가된 1,017억원이 수납됨.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보전

을 위한 안분액이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로 분류되면서 114억원이 반염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통교부세 감액(△50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감소(△27억원) 등 세

입여건이 불리해지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세수추계 활동을 전개하였음.

진천군의 인구가 82개월 지속 증기하면서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확충되었으며, 공시

지가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재산제 징수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을 적극 고려하

여 세수를 추계함. 이에 따라 지방세 당초예산 967억원에 근접한 966억원의 징수실

적을 거두면서 세수오차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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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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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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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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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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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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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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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