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1)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976 △5,735

인건비 절감 918 254

지방의회경비 절감 62 35

업무추진비 절감 281 10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76 △1,84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786 △4,287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95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 페널티

☞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 자체노력)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는 전전년도(‘16년) 해당 경비 기준액 대비 실제

결산상 지출된 경비가 적을수록, 행사‧축제성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전전년도(‘16년)

총 결산액 대비 해당 경비의 결산액 비중이 전전전년도(‘15년) 보다 감소할수록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예시) 지방보조금의 경우,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이 ‘15년 8.76%에서
‘16년 9.06%로 증가하여 ‘16년 지방보조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비중 증가분 만큼

기준재정수요액 반영분에서 산정공식에 따라 차감 받음

1) 보통교부세 산정은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후 부족액에 대하여 보정수요와 보정수입을 반영한 

후 자치단체 노력도를 반영하여 산정함.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조정률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097 △18,540

지방세 징수율 제고 △4,305 △8,6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5,250 △10,693

경상세외수입 확충 △265 2,73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98 △1,444

탄력세율 적용 419 △513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 페널티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의 합에 수입 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 자체노력)

☞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납누계액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경상세외수입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비율이 높을수록,

탄력세율 적용노력도는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별 산정방식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0

재정분석 우수 2017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