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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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년

계 -1,904 2,727

인건비 절감 606 545

지방의회경비 절감 81 116

업무추진비 절감 212 203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2,694 3,21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66 2,991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4,347

일자리 창출 557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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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년

계 5,071 -1,419

지방세 징수율 제고 5,922 -4,386

지방세 체납액 축소 -3,013 3,469

경상세외수입 확충 3,060 -1,7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98 1,23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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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우리 여수시가 재정운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65

지방세외 수입 혁신
2020년 전국 지자체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 최우수 선정

40

공기업 혁신(상하수도)
2020년 경영평가 결과 및 경영 효율화(요금 
현실화) ‘나’등급 선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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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