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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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8 -2,495

인건비 절감 819 788

지방의회경비 절감 8 39

업무추진비 절감 -11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48 4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10 -1,974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 창출 92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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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3 -6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48 -3,14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14 2,148

경상세외수입 확충 -3,081 -90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68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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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96

설계변경 수의계약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조형물 설치
71

과소 부과된 임대료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과소 부과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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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을리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

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광양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5

공기업 혁신 (상하수도) 경영평가 ‘나’ 등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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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