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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거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7.91 608,794 169,932 398,662 0 40,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
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4.31 34.02 34.26 32.40 27.9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으로 자체세입이 감소되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3.49% 낮습니다.

※ 2014년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 자료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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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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거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22 608,794 354,432 214,162 0 40,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06 58.29 57.39 59.59 58.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자체세입은 감소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

부금의 확보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14년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 자료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  

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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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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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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거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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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925 663,422 0 2,970 2,970 29,969 666,392 -20,467 9,502

일반회계 578,513 572,889 0 2,900 2,900 25,000 575,789 2,723 27,723

기타
특별회계

10,942 20,985 0 0 0 2,769 20,985 -10,043 -7,274

공기업
특별회계

55,784 67,593 0 0 0 2,200 67,593 -11,809 -9,609

기 금 686 1,954 0 70 70 0 2,024 -1,338 -1,33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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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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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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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4,599 -28,815 -29,354 -17,287 -20,467

통합재정수지 2 2,915 7,052 6,638 5,978 9,502

☞ 통합재정수지 1은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합재정수

지 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95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