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진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3,425 680,550 0 15,100 87,77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18,593 562,890 733,737 697,217 783,425

▸ 결산 총계기준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 세입규모는 2020년 대비 12%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5,231 100% 547,242 100% 640,805 100% 600,251 100% 680,550 100%

지 방 세 10,425 2.11% 10,401 1.90% 10,228 1.60% 16,948 2.82% 16,718 2.46%

세외수입 14,485 2.92% 16,709 3.05% 18,734 2.92% 18,928 3.15% 21,437 3.15%

지방교부세 187,797 37.92% 201,249 36.78% 226,158 35.29% 190,183 31.68% 222,124 32.64%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5,307 1.07% 5,537 1.01% 7,230 1.13%  7,314 1.22% 8,631 1.27%

보 조 금 122,956 24.83% 137,357 25.10% 160,163 24.99% 191,201 31.85% 205,558 30.2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4,262 31.15% 175,989 32.16% 218,292 34.07% 175,677 29.27% 206,082 30.2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 2021 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0,424,718 10,401,405 10,227,925 16,947,816 16,717,844

인구수(명) 31,765 31,219 30,715 31,227 30,06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28 333 333 543 55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진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0,512 481,470 - 11,540 87,50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1,231 342,357 556,705 555,533 580,512

▸ 결산 총계기준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 세출규모의 증가는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9,601 100% 329,242 100% 465,460 100% 461,476 100% 481,470 100%

일반공공행정 34,751 10.87% 37,756 11.47% 109,203 23.46% 44,862 9.72% 42,779 8.89%

공공질서 안전 2,591 0.81% 12,031 3.65% 15,392 3.31% 24,853 5.39% 29,479 6.12%

교 육 1,328 0.42% 1,871 0.57% 1,368 0.29% 1,907 0.41% 1,937 0.40%

문화 및 관광 19,008 5.95% 16,323 4.96% 26,805 5.76% 26,198 5.68% 25,291 5.25%

환 경 보 호 16,653 5.21% 13,810 4.19% 17,074 3.67% 21,322 4.62% 20,484 4.25%

사 회 복 지 54,737 17.13% 57,302 17.40% 67,002 14.39% 80,527 17.45% 92,161 19.14%

보 건 5,576 1.74% 5,696 1.73% 6,424 1.38% 7,181 1.56% 9,195 1.91%

농림해양수산 100,849 31.55% 91,654 27.84% 116,144 24.95% 128,403 27.82% 143,666 29.84%

산업 중소기업 5,192 1.62% 5,530 1.68% 17,672 3.80% 31,345 6.79% 17,661 3.67%

수송 및 교통 8,003 2.50% 9,013 2.74% 10,968 2.36% 11,212 2.43% 10,811 2.25%

국토 지역개발 25,412 7.95% 28,431 8.64% 26,243 5.64% 28,877 6.26% 32,633 6.78%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5,502 14.24% 49,825 15.13% 51,164 10.99% 54,788 11.87% 55,371 11.5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4,814억 원이며, 세출 

결산 중 가장 높은 비중(29.84%)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326 329,241,984 465,459,839 461,475,548 481,469,732

인구수(명) 31,765 31,219 30,715 31,227 30,066

주민 1인당 세출액 10,061 10,546 15,154 14,778 16,0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연도별 인구수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군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3,514 -64,165 4,262 68,426 19,349

식품진흥기금 76 1 7 6 77

문화진흥기금 5,106 24 81 57 5,129

재정안정화기금 70,385 -66,385 480 66,866 4,000 ‘25.12.31

농산물안정기금  6,211 2,111 2,111 0 8,322 ‘25.12.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4 3 21 18 26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62 11 67 57 73 ‘24.12.31

재난관리기금  1,650 72 1,494 1,423 1,722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783 4,894 78,307 83,514 19,34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기침체 예상으로 매년 세수 불

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적립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중 668억원을 회계 간 전출을 통해 일반회계 내에 전입 처리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지출 확대 예산 필요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신성장 동력예산 확보 등에 사용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
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70 % 9.74 %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65.81 % 166.54 %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1 % 0.42 %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 -% -% -%

세입결산액 705,783 703,220 2,563 - - -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1,307 41,128 180 - - -

세출결산액 510,522 500,306 10,216 - - -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8,493 68,493 - -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086 2,086 - - -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1 511 - - - -

▪부채/자산 0.73 % 0.74 % -% -% -% -%

▪부채/환금자산 6.78 % 7.12 %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0.04 % 0.04 % -% -% -% -%

자산 2,207,126 2,195,851 11,275 - - -

부채 16,191 16,191 -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
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
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38,745 227,469 11,275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33,264 221,989 11,275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84 84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05,783 510,522 195,260 2,207,126 16,191 0.73%

자치단체(a) 703,220 500,306 202,914 2,195,851 16,191 0.74%

지방공공기관(b)       2 2,563 10,216 -7,653 11,275 - -%

교육재정(c)       0 - - - - - -%

내부거래(A+B) - - - - - -%



※ 재정365홈페이지 :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 홈페이지 메인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