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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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계 4,234 -6,132

인건비 절감 540 1,381

지방의회경비 절감 -44 53

업무추진비 절감 271 35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29 -3,0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196 -4,585

지방청사 관리․운영 -247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611 -391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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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계 -2,104 -3,94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665 9,446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063 -17,415

경상세외수입 확충 7,609 9,05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02 -509

탄력세율 적용 -4,503 -4,525

지방세 감면액 축소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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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에 우리 성남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당 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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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에 우리 성남시가 재정분석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1

재정분석 우수 2019년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선정 60

예산 신속집행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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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