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2019년 예산안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단위 : 천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전체세입
예산액(D)

재정자립도
[(C÷D)×100]

8,622,000 8,809,484 17,431,484 303,653,000 5.74

   ※ 일반회계 기준

  1-1-2. 재정자주도

(단위 : 천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지방교부세

(C)

조정교부금등

(D)

전체세입

예산액(E)

재정자립도
[((A+B+C+D)÷E)

×100]

8,622,000 8,809,484 176,686,000 5,800,000 303,653,000 65.84

   ※ 일반회계 기준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단위 : 천원,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A÷B)×100]

57,700,923 331,800,000 17.39

   ※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 : 천원, %)

자체사업예산액

(A)

자체사업비율

[(A÷C)×100]

보조사업예산액

(B)

보조사업비율

[(B÷C)×100]

전체예산액

(C)

115,114,444 34.7 159,662,949 48.1 331,800,000

   ※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천원, %)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A÷B)×100]

46,668,607 331,800,000 14.07

   ※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1-1-6. 예비비확보율

(단위 : 천원, %)

예비비분야 예산액

(A)

전체예산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4,089,672 331,800,000 1.23

   ※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1-1-7.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단위 : 천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인건비

(D)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D÷C)×100]

8,622,000 8,809,484 17,431,484 35,562,356 204.01

   ※ 일반회계 기준



1-2. 통합부채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44,597 1,614,314
통합부채 16,520 14,890
1. 유동부채 6,543 5,659
․이자부금융부채 3,200 2,680

․기타금융부채 3,343 2,979

2. 장기차입부채 (금융) 6,400 5,520

3. 기타비유동부채 3,578 3,710

통합자본 1,528,077 1,599,424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내부거래  내용 

청송군 자산(출자금) 1,800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군이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립당시
출자한 출자금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42,797 1,612,514
통합부채 16,520 14,890
1. 유동부채 6,543 5,659
․이자부금융부채 3,200 2,680

․기타금융부채 3,343 2,979

2. 장기차입부채 (금융) 6,400 5,520

3. 기타비유동부채 3,578 3,710

통합자본 1,526,277 1,597,624



1-3. 우발부채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000 2,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000 2,000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
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2,000 0

청송군 2017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지급보증

청송사과

유통공사
2,000 0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지원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청송군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청송군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백만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청송군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

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

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규  모

비율 비고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331,800 303,653 28,147 100.0

의무지출 212,223 190,802 21,421 64.0

법정의무 50,051 50,051 0 15.1

보조의무 162,158 140,737 21,421 48.9

이자의무 14 14 0 0.0

재량지출 119,577 112,851 6,726 36.0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2018년 보통부세 산정내역 반영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분    야 (분석지표) 청송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78% 5.52% 5.23%

 2. 경상수지비율 72.18%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1.98% 9.33% 2.07%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6.06%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6.84% 26.10% 8.68%

 6. 공기업부채비율 74.83% 57.93% 9.73%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8.23% -0.59% -3.01%

Ⅱ.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70% 24.11% 5.62%

  8-1. 지방세수입증감률 12.09%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1.28% 1.78% 1.23%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04%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5.26% 97.30% 95.0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81 0.9997 1.007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6% 1.87% 0.56%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06% 21.36% 23.3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7% 1.23% 0.61%

  1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60% 12.37% 16.59%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5

 14. 지방보조금비율 12.72%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9.89%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48%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49%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78.93% 91.76% 85.66%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86.42% 79.72% 86.11%

 18. 행사축제경비비율 1.23% 0.45% 1.06%

  18-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9.35% 2.26% -0.3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68% -5.97% -2.35%

※ 2016년 결산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



1-8. 지방세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965 2,085 2,162 2,265 2,339

비과세 1,672 1,776 1,839 1,923 1,992

감면 293 309 323 342 347

지방세 징수액 (B) 7,314 7,522 8,582 10,329 11,350

비과세･감면율
(A/A+B)

21.18% 21.7% 20.12% 17.98% 17.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65 100.00 2,339 100.00 74 3

일 반 공 공 행 정 680 30.03 725 31.00 45 6

공공질서 및 안전 14 0.62 14 0.60 0 2

교 육 132 5.83 141 6.03 10 6

문 화  및  관 광 52 2.31 54 2.31 2 2

환 경 보 호 0 0 0 0 0 0

사 회 복 지 149 6.56 149 6.37 0 0

보 건 6 0.24 5 0.21 -1 -15

농 림 해 양 수 산 76 3.37 76 3.25 0 0

산 업 ･ 중 소 기 업 4 0.18 3 0.13 -1 -12

수 송  및  교 통 1 0.03 1 0.04 0 -1

국토 및 지역개발 8 0.35 9 0.38 1 14

과 학 기 술 0 0 0 0 0 0

국 가 1,121 49.47 1,141 48.78 20 1

외 국 0 0 0 0 0 0

기 타 23 1.01 21 0.90 -2 -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39 1,993 345 1

보

통

세

소  계 2,339 1,993 345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51 22 29

재산세 2,129 1,944 185

자동차세 159 27 131 1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

적

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1-9.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해당없음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계 17 17 0

공사

소계 17 17 0

청송사과
유통공사

2011. 8. 23 정병민 17 17 0
현동면

새마을로 5424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17년 결산기준)

❍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체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장 관 항 목

합        계 2,254,024,980

100 지방세수입 1,164,742,530

110 지방세 1,164,742,530

111 보통세 419,392,650

111-03 주민세 20,862,400

111-04 재산세 55,457,680

111-05 자동차세 269,293,280

111-09 지방소득세 73,779,290

113 지난년도수입 745,349,880

113-01 지난년도수입 745,349,880

200 세외수입 1,089,282,450

210 경상적세외수입 5,631,290

211 재산임대수입 4,287,19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287,190

212 사용료수입 1,336,300

212-01 도로사용료 401,070

212-04 상수도사용료 82,610

212-08 기타사용료 852,620

214 사업수입 7,800

214-09 기타사업수입 7,8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83,651,16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5,248,590

223-02 이행강제금 69,000

223-03 변상금 737,000

223-05 과태료 24,442,590

224 기타수입 1,007,900

224-06 그외수입 1,007,900

225 지난연도수입 1,057,394,670

225-01 지난연도수입 1,057,394,670



❍ 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체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장 관 항 목

합        계 265,152,700

상수도특별회계 79,631,320

200 세외수입 79,631,320

210 경상적세외수입 34,406,160

212 사용료수입 34,406,160

212-04 상수도사용료 34,406,160

220 임시적세외수입 45,225,160

224 지난연도수입 45,225,160

224-01 지난연도수입 45,225,160

수질개선특별회계 11,048,330

200 세외수입 11,048,330

210 경상적세외수입 8,245,080

212 사용료수입 8,245,080

212-03 하수도사용료 8,245,08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03,250

224 지난연도수입 2,803,250

224-01 지난연도수입 2,803,2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33,853,010

200 세외수입 133,853,01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3,853,010

224 지난연도수입 133,853,010

224-01 지난연도수입 133,853,010

주택사업특별회계 35,665,740

200 세외수입 35,665,740

220 임시적세외수입 35,665,740

224 지난연도수입 35,665,740

224-01 지난연도수입 35,665,740

치수사업특별회계 4,954,300

200 세외수입 4,954,3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408,250

212 사용료수입 3,408,250

212-02 하천사용료 3,408,25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46,050

224 지난연도수입 1,546,050

224-01 지난연도수입 1,546,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