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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회계연도 제정운영에 대한 2011년 재정분석 결과)

광주 동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0.22% -1.40% -3.84%

120.93% 70.73% 118.37%

3.19% 22.23% 2.98%

0.60% 2.96% 0.32%

2.31% 4.42% 1.27%

8.95% 28.79% 19.59%

-1.58 5.85% 1.57%

0.9909 0.9981 1.0018

-0.4725 -0.3109 -0.3156

0.9741 1.0433 1.0200

-0.0390 -0.0688 -0.0673

0.9771 0.9978 0.9780

-0.0073 0.0276 0.0339

0.1312 0.1334 0.1607

0.2447 0.2058 0.2516

0.4765 -0.0747 -0.1454

-0.1001 -0.028 -0.1959

105.32% 97.50% 97.70%

79.68% 86.99% 86.43%

19.39% 44.37% 26.74%

100.00% 58.09% 72.36%

100.00% 61.19% 74.7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Ⅲ. 계획성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감면 확대와 '09. 12.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산세 감소분)감소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해 자치구 세입이 급감하는 반면,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보조사업 구비 부담이 증가하여 열악한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5. 장래세대부담비율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6. 자체세입비율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세입

    지방세 체납징수와 경상경비 10% 절감, 사업축소 등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함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 광역시 중심의 지방세 구조와 대도시 구 도심 특성상 인구 감소와 지가하락에 따른 열악한

세출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8. 예산집행률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세원속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 설치와 전직원 체납액 징수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분야(분석지표)

6-1. 자체세입 증감률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 경상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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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지표 분석결과 ]

지표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통합재정수지비율 -0.22%
부동산교부세(재산세 감소분 56억원) 급감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원 감소에서 기인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765

일과성, 전시행정적 성격이 많은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도심 활성화 및 상권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7080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지정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00.00%
일반재원 세입 감소로 신규사업 투자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지표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경상수지비율 120.93%
사회복지관련 경비부담이 증대한 반면 부동산교부세
감소,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됨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05.32%
의존재원중심의 세입구조상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 추계가 어려움 외, 재정계획대비 예산편성 연계가
낮음

예산집행률 79.68%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 부진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선이 요망됨

[ 미흡지표 분석결과 ]

♣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201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단체별보고서」참조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

석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

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①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

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②(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

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

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

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

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자

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

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

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

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

비 / 세출결산액)×100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

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

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

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자체심사 포함)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

체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

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비율조합)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

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

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155,228          37,794            24.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17,252 132,431 150,280 148,777 155,228 

인  건  비 33,256 35,132 35,613 36,478 37,794 

비 율(%) 28.4 26.5 23.7 24.52 24.35 

▶ 총액 인건비 증가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 결산액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감소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33,256  

 35,132  
 35,613  

 36,478  

 37,794  

 28.4  

 26.5  

 23.7  

 24.52   24.35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35,000  

 36,000  

 37,000  

 38,000  

 39,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인  건  비 

비 율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155,228   340 0.22

181 0.12

159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17,252   132,431   150,280   148,777   155,228   

업무추진비 391          413          401          339          340          

비  율(%) 0 0 0.3 0.23 0.22

    예산효율화에 힘쓰고 있음

▶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업무추진비 기준액보다 30% 절감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효율화에 힘쓰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      분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연도별 비교(백만원)

155,228   

 391  
 413   401  

 339   340  

0  0  

0.3  0.23  0.22  

0.00  

0.50  

1.00  

1.50  

2.00  

2.50  

3.00  

 -  

 50  

 100  

 150  

 2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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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4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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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59,081  

1월
구정역점시책 업무추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범추진,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48건

7,471

2월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유관기관 협
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노인일자리 발대식 추진,도시재
생 기본구상 마련 간담회 등 56건

10,388  

3월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무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공모, 광주
천 정화활동,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식 추진 등 110건

16,978  

4월
중고교 학부모 봉사단 간담회,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
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간담회 등 88건

12,842  

5월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유치서명운동, 대도시중심구청장협
의회 업무추진, 아동생활시설 지도점검 등 92건

13,820  

6월
지식산업센터 유치 홍보, 장마철 대비 방치쓰레기 집중정
비,노점행위 근절 캠페인, 태풍메아리 피해조사 현장활동
등 108건

17,010  

7월
소통과 참여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하계휴가철 대비 유원
지 정화활동, 복지종합평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98건

16,209  

8월
전국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초등학생 등하교
길 도우미사업, 편입지역주민 참여 홍보, 식중독 예방 간담
회 등 60건

6,836

9월
구간편입지역 주민대표초청 간담회, 축제기간 특별야간청
소, 건강문화체험관 참여 의료기관 간담회 등 78건

13,223  

10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UEA광주정상회의관련 가로변 특별
청소, 보육시설장 간담회 등 64건

13,857  

11월
주민어울림축제 간담회, 김장철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책 홍보,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캠페인 등 등 66건

11,622  

12월
구민 정보화 한마당 개최, 탄소은행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
업, 지역보건의료 계획 협의 간담회 등 101건

18,828  

(단위:천원)

○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          계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B)

비율(B/A)

      155,228 376         0.24

의정활동비  (205-01) 106         0.07

월정수당  (205-02) 143         0.09

국내여비  (205-03) 6             0.00

국외여비  (205-04) 12           0.01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3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57           0.04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7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6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4             0

▶ 의원정원 : 8명('11.12.31일 현재)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17,252     132,431     150,280     148,777     155,228     

의 회 경 비 120           392           415           378           376           

비    율(%) 0.1 0.3 0.28 0.25 0.2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의회비
(205)

구  분

계

      155,228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3년동안 동결하였으며, 부담금 등 법정경비는 예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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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세출결산액
(A)

행사ㆍ축제
경비(B)

비율(B/A) 비  고

    155,228 1,475     0.95      

199        0.13      

174        0.11      

1,101     0.71      

-           -          

▣ 연도별 증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17,252   132,431   150,280   148,777 155,228 

행사ㆍ축제경비 893         1,198       1,373       1,094     1,475     

비율(%) 0.8 0.9 0.9 0.74 0.95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인 충장축제 개최에 따라 축제경비는 증가하고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있으나,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컨텐츠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고 예향 

    광주를 표현하는 무형적 자산을 축제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계

행사운영비(201-03)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는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구분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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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1,101,485  

427,000  

추억의7080 충장축제 보조금 교부 400,000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 제7회 동구민생활체육축제 보조금 교부 27,000

1,830

05월 2011년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 1,830

403,550

평생학습지도자 선진지 견학 행사 보조금 교부 2,700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보조금 교부 400,000

제16회 여성주간기념 행사 보조금 교부 850

8,550

08월 2011년 종목별 동구청장기 대회 보조금 교부 8,550

259,535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56,035

제8회 충장축제 보조금 교부 200,000

2011년 자매결연 여성단체간 한마음 교류행사 추진 보조금 교부 3,500

1,020

10월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구장애인선수단 격려행사 보조금 교부 1,020

총          계

○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천원)

09월     3건 소계

09월

10월     1건 소계

04월     2건 소계

04월

05월     1건 소계

06월     3건 소계

06월

08월     1건 소계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비율(B/A) 비고

계 155,228      1.86            

민간경상보조(307-02) 0.98            

사회단체보조(307-03) 0.17            

민간행사보조(307-04) 0.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17,252      132,431      150,280      148,777      155,228      

민간단체 보조금 1,911          2,407          3,476          20,663        2,885          

비    율(%) 1.6 1.8 2.3 13.89 1.86

    따라 집행액 감소 

(단위 : 백만원, %)

민간단체 보조금(B)

2,885                                 

1,524                                 

259                                    

1,101                                 

155,228      

▶ 기존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된 복지분야 예산이 2011년 사회복지보조 통계목이 신설됨에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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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524,177

104,236

(사)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보조금 18,000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7,654

동구자원봉사자 보험료 보조금 14,012

기초질서지도반 운영 보조금 40,00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체육지도자 수당) 14,72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 1,840

용산체육공원관리 보조 보조금 3,000

동구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5,010

108,560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88,320

생활체육 어르신전담지도자 수당 보조금 11,040

용산체육공원관리보조 보조금 9,200

62,32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7,654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위탁 보조금 2,590

동구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19,040

청소년야학 비정규학교 보조금 9,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15,04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보조금 9,000

84,103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동순회 통일문제 강연회 보조금 1,500

청소년문화존운영 보조금 13,00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보조금 2,000

동구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4,99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상담및사례관리) 보조금 1,00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보조금 47,52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보조금 10,793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보조금 3,300

189,582

03월

04월     8건 소계

04월

01월

02월     3건 소계

02월

○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05월     10건 소계

03월     6건 소계

01월     8건 소계



주민자치위원회 광주동구협의회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보조금 2,900

민주평통광주동구협의회 지원사업비 보조금 13,500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6,0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15,307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14,014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17,88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75,000

동물보호활동 지원 보조금 5,900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25,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14,079

123,58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11,100

(사)『광주광역시 동구인재육성 장학회』 보조금 10,5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보조금 1,200

부상야생동물 치료비 보조금 30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18,866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보조금 3,48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13,120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25,000

치매 치료 관리비 보조금 40,000

145,44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15,696

청소년문화존 보조금 7,00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보조금 1,000

생활체육지도자(일반) 배치사업 보조금 55,936

생활체육지도자(어르신 전담) 배치사업 보조금 6,992

동구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5,0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23,122

효출동 빨래방 운영비 보조금 20,000

다문화가족 보조금 9,000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 500

260,444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40,8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23,444

05월

06월     9건 소계

06월

07월     11건 소계

07월

08월     5건 소계

08월



지역맞춤형일자리 제2차 보조금 75,000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IT-광융합기술인력양성)보조금 120,000

112,411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57,000

동구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19,360

동구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5,0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18,450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보조금 6,02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5,373

66,238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보조금 5,7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22,36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예탁 보조금 36,892

60,498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3,114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보조금 2,325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17,66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2,208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3,658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보조 보조금 1,3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보조금 5,7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23,250

206,75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2,085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보조금 1,2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 보조금 5,200

부상야생동물 치료비 보조금 892

전통시장(대인시장) 제수용품 특판장 조성사업 보조금 25,000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보조금 5,7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23,173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보조금 1,845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보조금 5,7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23,435

10월

11월     9건 소계

11월

12월     20건 소계

12월

08월

09월     7건 소계

09월

10월     4건 소계



마을기업 선정(추억이깃든경양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 보조금 50,000

마을기업 선정(동구새마을부녀회) 보조금 30,000

동물보호활동 및 TNR사업 보조금 5,900

풍수해보험사업 지방비 부담금 보조금 3,474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보조금 3,300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 400

조기경보사업 운영비 보조금 300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 보조금 18,00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보조금 990

12월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155,228       1,721         1.11

사무관리비(201-01) 423            0.27

공공운영비(201-02) 163            0.1

여비 국내여비(202-01) 730            0.47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1            0.1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29             0.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05            0.07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85             0.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5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32,431 150,280       148,777     155,228  

기본경비 1,123 1,207           1,186         1,721      

비 율(%) 0.85 0.8 0.8 1.11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55,228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직제개편 등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증가
▶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비교(백만원)
구     분 비  고

1,123 
 1,207   1,186  

 1,721  

0.85 
0.8  0.8  

1.11  

0.50  

0.70  

0.90  

1.1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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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 

비율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156,431 1 0 0 0

일 반 회 계 155,228 1 0 0 0

특 별 회 계 1,018 0 0 0 0

기 금 185 0 0 0 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2007 2008 2009 2010 2011

-           135,096 151,403 152,378 156,431 

-           1,120     662        -           1           

-           0.83       0.44       -           -           

-           -           -           -           -           

-           -           -           -           -           

-           -           -           -           -           

▶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단위:천원)

금액 기관ㆍ단체명

출연금 일반회계 86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 4항

근거 및 내용
(법ㆍ조례명 등)

출자금(C)

출자금 총액(D)

○ 2011년도 출연ㆍ출자금 세부내역

구    분

출자금
비고

    재정의 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설치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급

(단위 : 백만원, %)

비율(C/A)(%)

구  분

세출결산액(A)

출연금(B)

비율(B/A)(%)

연도별 비교(백만원)

세출결산액
(A)

구   분
출연금

 -  

 1,120  

 662  

 -   1  

 0.83  

 0.44  

0.44  

0.94  

1.44  

1.94  

 -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백만원) 
출연ㆍ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 

출자금 

출자금 비율 

출연금 비율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건수 건수 건수 금  액

2011년 185 13 7.03 13.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포함, 수의계약은 G2B미포함

▣ 연도별 증감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실적 9 201 7 213 43 738 8 132 13 1,940

(단위 : 건, 백만원)

1,940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금   액

구     분

14,238

비  고

비율(B/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

▶ 전년대비 수의계약 금액 증가 사유 : "남광주역사 테마파크 조성공사

    (계약금액 1,430백만원)〃, 계약체결⇒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

구    분 2008

    수의계약 

금   액

2009 2010 2011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1 213 

738 

13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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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9. 연말지출 비율

세출결산액
(A)

비율
(B/A)

     20,615 34.30

     20,474 34.45

           80 0

           61 28.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49     7,592     4,236     2,483     7,071     

시   설   비(401-01)

감   리   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분

(단위 : 백만원,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7,071                     

7,053                     

-                           

    너릿재명품숲길조성, 남광주역사 테마파크조성공사의 하반기 발주가 주된 사유임

▶ 연말지출 원인행위액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무등산자락다님길,

17                          

구  분

계

 2,649  

 7,592  

 4,236  

 2,483  

 7,071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백만원) 
연말지출 

연말지출원인행위액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기능별 현황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C/B)

총    계 11,228 100.00 8,574 100.00 2,653 30.94

일반공공행정 3,597 32.04 2,676 31.21 921 34.41

공공질서및안전 - 0.00 - 0.00 0 0.00

교      육 2,969 26.44 2,276 26.54 693 30.44

문화및관광 478 4.26 334 3.90 144 43.00

환경보호 - 0.00 - 0.00 0 0.00

사회복지 201 1.79 125 1.45 76 60.93

보      건 604 5.38 600 6.99 4 0.73

농림해양수산 43 0.39 7 0.08 37 554.09

산업ㆍ중소기업 14 0.13 2 0.02 13 684.60

수송 및 교통 - 0.00 - 0.00 - 0.00

국토 및 지역개발 157 1.40 98 1.14 58 59.58

과학기술 - 0.00 - 0.00 - 0.00

국      가 3,119 27.78 2,422 28.25 697 28.79

외      국 11 0.09 - 0.00 11 0.00

기      타 36 0.32 35 0.41 0 0.32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비과세ㆍ감면율(A/(A+B)) 41.04% 47.35%

(단위 : 백만원)

비과세ㆍ감면액(A)

비과세

감    면

지방세 징수액(B)

2010년구          분

11,228 8,574

2011년

8,257

317

9,533

7,919

3,309

16,129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현황('11년 결산기준)

소  계 비과세 감  면

11,228 11,069 7,919 3,150 146 12 

소  계 11,228 11,069 7,919 3,150 146 12 

취득세 - - - - - - 

주민세 212 210 141 70 2 - 

재산세 9,138 8,996 5,955 3,042 141 - 

자동차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득세 1,771 1,771 1,770 1 - - 

등록면허세 107 91 53 38 3 12 

지방소비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지방세지출보고서란?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ㆍ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

    자동차세(주행세 포함)

합  계 감면조례

지 방 세 법
조세특례
제한법

구     분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포함)

    의회에 제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합      계

(단위 : 백만원)

보

통

세

목
적
세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구    분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2011년 745 155,228 716        0.46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2011년

대 상 인 원(A) 745

세출결산액(B) 155,228

맞춤형복지비(C) 716

비율(%)(C/B) 0.46

1인당 
평균배정액(C/A) 10

748

148,777

720

0.48

1

▶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우리구 기준액대비 80%를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연도별  비교(백만원)

753

150,280

582

0.39

582 

720 716 

0.39 

0.4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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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구    분 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ㆍ가족
및 여성
(084)

노인ㆍ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계 70,564 22,030 19,210 11,546 15,770 1,856 151 0 0

국비 40,363 18,684 4,747 6,676 9,269 987 0 0 0

시도비 23,587 1,585 13,389 3,480 4,350 632 151 0 0

시군구비 6,614 1,761 1,074 1,390 2,151 237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세출결산액

사회복지분야

비율(%)

▶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시책추진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45.46%의 높은 비율을 

148,777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44.77

70,564

2010

72,274

2009

132,431 150,280

39.07

2008

67,277

    차지하고 있음

비   고

(단위 : 백만원, %)

48.58

2011

155,228

51,745

45.46

 51,745  

 67,277  
 72,274   70,564  

39.07 

44.77 
48.58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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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사회복지분야 

비율 



  ③-13.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955,614 186,400 193,793 181,360 192,462 201,599 2.00

자체수입 207,517 52,797 50,271 33,542 34,996 35,911 -9.20

의존수입 748,099 133,603 143,522 147,818 157,467 165,689 5.50

지  방  채 0 0 0 0 0 0.00

955,614 186,400 193,793 181,360 192,462 201,599 2.00

경상지출 242,166 47,083 45,231 48,305 50,095 51,452 2.20

사업수요 713,452 139,318 148,563 133,056 142,368 150,147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② 세   출

    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

2013 2014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증가율로 환산

계 2011

(단위 : 백만원, %)

2012

 

구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서

2015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