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064 1,175.17 486,000 426,800 59,200 - 10.4 0.072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평균 최솟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댓값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1% 6.54% 2.86% -19.75% 0.14% 3.21% 6.54% 19.82%
2. 실질수지비율 12.53% 9.27% 10.00% 3.39% 6.73% 9.40% 12.20% 25.65%
3. 경상수지비율 57.23% 53.85% 65.07% 46.80% 57.37% 61.94% 70.35% 112.60%
4. 관리채무비율 1.78% 0.08% 3.78% 0.00% 0.98% 2.78% 5.33% 16.11%
5. 관리채무부담비율 3.53% 0.15% 8.61% 0.00% 2.27% 6.75% 12.11% 38.08%
6. 관리채무상환비율 0.27% 0.16% 0.94% 0.00% 0.27% 0.67% 1.24% 6.83%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8.19% 9.32% 27.85% 4.23% 12.25% 18.26% 39.16% 112.19%
8. 공기업부채비율 0.04% 0.05% 7.58% 0.00% 0.00% 0.00% 1.55% 119.0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42% -5.22% -2.24% -43.89% -3.91% 0.00% 0.00% 7.20%

Ⅱ. 재정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23% 4.85% 7.74% 2.79% 4.76% 5.97% 8.31% 33.19%
 10-1 자체세입증감률 10.00% 7.18% 3.68% -15.51% 0.31% 3.91% 7.62% 20.6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5.76% 14.35% 13.11% 6.41% 11.53% 12.88% 14.50% 18.93%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8.05% -5.34% 11.30% -21.66% 0.74% 8.05% 20.65% 64.64%
12. 출연･출자금비율 3.21% 2.47% 1.62% 0.01% 0.32% 1.03% 2.45% 7.0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4.55% -7.04% 30.70% -90.85% -18.93% 7.69% 41.73% 727.39%
13. 의무지출비율 56.84% 62.26% 61.08% 16.62% 55.69% 60.66% 68.04% 80.22%
 13-1 의무지출증감률 -10.19% 47.07% 4.86% -78.03% -4.75% 4.98% 14.38% 71.07%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8.07% 8.26% 5.98% 2.45% 3.92% 5.37% 7.18% 17.56%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5.97% -7.68% 18.73% -32.34% 1.07% 15.97% 33.41% 157.08%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3.28% 45.01% 44.25% 31.33% 39.37% 43.23% 47.99% 62.56%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56% 11.51% 6.44% -35.57% -5.60% 2.95% 17.64% 63.36%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228 0.9892 1.0018 0.8992 0.9939 1.0027 1.0104 1.0962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172 -0.2284 -0.3059 -1.1996 -0.4075 -0.2571 -0.1545 0.1681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2041 1.0554 1.0870 0.8644 1.0462 1.0888 1.1201 1.3973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24 -0.0375 -0.2881 -3.8556 -0.2749 -0.1281 -0.0598 0.300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03 0.9899 0.9938 0.9850 0.9919 0.9938 0.9961 1.0000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29 0.0205 0.0320 -0.0229 0.0124 0.0277 0.0470 0.0991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162 0.1617 0.1611 -0.6824 0.0745 0.1429 0.2230 0.6139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179 0.1041 0.1053 -0.0370 0.0372 0.0947 0.1348 0.7470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761 0.1376 -0.1096 -1.2325 -0.1791 -0.0709 0.0490 0.462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982 0.1159 -0.0447 -0.4401 -0.1350 -0.0148 0.0312 0.3742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관리채무상환비율: 0.27%

○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인 0.94%에 비해 낮아 양호한 수준인데, 20년 계약으

로 2013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BTL사업(공립치매병원)의 운영비 지급액

을 제외하고 의성군이 보유하고 있던 지방채의 일부를 삭감하는 노력의 결

과로 양호하게 나타남

○ 2012년 보통교부세로 확보한 여유재원으로 147억원 지방채를 상환하고 

2013년 그 잔액 4억 2천만원을 모두 상환하는 등 미래 4년 동안 순지방비

로 상환해야할 채무 상환액을 축소한 노력의 결과임

□ 자체세입증감률 : 10.00%

○ 동종 자치단체 평균 3.68%에 비 크게 높은 10.00%로 양호한 수준으로 예

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규모 감소와 이자율 하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자체세입증감률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1년 2012년 2013
△ 3.28% 7.18% 10.00%

○ 올해에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각각 전년대

비 9억원 및 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세입 증가에 많은 노력을 경

주한 결과로 평가됨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172

○ 동종 자치단체 평균 –0.3059에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인데 체납액 일

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연 3회, 6개월)운영하고 독촉장 발송, 현수막 홍보,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한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체납세 합동징수팀(8명)을 운영하여 50만 원 이상 체납자 방문 징수, 관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방문 징수(연 4회), 고액(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 징수제(징수계 직원 3명, 1인당 20명 총 60명 책임징수)를 통해 체납

액 축소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룬 성과임

□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 : 1.2041

○ 동종 자치단체 평균 1.0870 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화장장, 금봉자연휴양림, 

청소년센터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

입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임

○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밀농공단지매

각(매각사업수입) 등을 통한 경상세외수입의 확충노력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민간이전경비 비율 : 15.76%

○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청장년층 등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취약계층지원, 노인인구,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시설, 문화재보수사업과 농업군 특성상 농축업 산업관련 민간 자본

보조비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3.11%

를 상회하고 있음

□ 출연 출자금비율: 3.21%

○ 장학사업 및 공기업자본전출금의 증가로 출연·출자금 비율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1.62%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및 지역교육발전기금 등에 14

억5천만 원을 출연하여 전년대비 장학회출연금이 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

고 만성적인 수원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식수난 해소 및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전년대비 17억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 8.07%

○ 전년대비 유지관리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자본시설   

이 노후화되어 있어 수선유지비가 과다 지출되며, 신규 주민편익시설(의    

성군 공립치매병원 완공 등)의 증가로 인해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동종 자치단체 평균 5.98%에 비해 다소 높음

□ 개선사항

○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세수증대의 한계와 고령화 인구와 다문화 가정 증가 

등 복지수요의 증가를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

한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자체세입 증대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수지비율 등 수지가 동종 단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고, 민간이전경비비율과 의무지출비율 등 세출의 경직성이 높은 

반면, 근본적인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과 경상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민간이전 경비는 그 특성상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지만 소관부서 및 예산부

서에서의 성과평가 기준강화를 통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 민간

이전경비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 및 지원여부를 엄격하게 심

사하여 선정하는 등 경비 축소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