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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공시(결산)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공시 제2호(2015. 8.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 우리 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29억원으로, 전년대비 32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5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9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989

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5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4년도에 대명동 1151-3외 69,145건 (285억원)이 증가

하고, 대명동 1151-3 외 135,166건(207억원)이 감소하여, 현재는 

총 4,71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유형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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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242억원) 보다

1,71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026억원)보다 76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449억원)보다 46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3억원)으로 우리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1,212억원)과 비교하여 6,501억원

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

율인 ‘재정자립도 ’는 9.94%이며 (전국 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

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1.75% (전국 평균

68.4%)입니다.

◈ 우리 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

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7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 계획

적인 투자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복지비의 구비 부담이 계

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미군부대 주둔 등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재원조달 면에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매우 취약하나 미군부대 

이전 촉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 등 자체 세원발굴 및 행정

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및 광역시로부터의 재원확보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보

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예산의견수렴방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박동욱(☏053-664-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