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480 △5,651

인건비 건전운영 1,295 1,646

지방의회경비 절감 134 148

업무추진비 절감 112 35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10 △3,225

지방보조금 절감 729 △4,57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7,867 4,502

지방세 징수율 제고 △460 40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669 4,793

경상세외수입 확충 282 △20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376 △486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거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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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우리 거제시가 신속평가, 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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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