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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공통공시내용 전체보기 다운로드

공시개요

공시개요 다운로드

공통공시 총괄

1. 공통공시 총괄 다운로드

2. 살림살이 규모

2-1. 세입결산 다운로드

2-2. 세출결산 다운로드

2-3.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다운로드

3-2. 재정자주도 다운로드

3-3. 재정력지수 다운로드

3-4. 통합재정수지 다운로드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다운로드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다운로드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다운로드

4-4. 일시차입금 현황 다운로드

4-5. 보증채무 현황 다운로드

4-6. 지방공기업 부채 다운로드

5.채권 5-1. 채권현황 다운로드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2. 자치단체 청사관리 및 운영 다운로드

6-3. 인건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4.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 다운로드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다운로드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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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말지출 비율 다운로드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다운로드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운로드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운로드

7-3. 행사 및 축제경비 다운로드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다운로드

8-2. 공유재산 다운로드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다운로드

8-4. 지방공기업 현황 다운로드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요약정보 다운로드

9-1.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2012 회계년도) 다운로드

9-2. 분석지표별산정공식 다운로드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도) 다운로드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다운로드

9-4. 지방세 지출예산 다운로드

9-5. 성인지 예산현황,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다운로드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다운로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다운로드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다운로드

11-1. 개별투융자심사사업의추진현황 다운로드

특수공시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다운로드

영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운로드

면지역 클린하우스 설치 다운로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다운로드

재해위험지구(양평지구) 정비사업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방재정365 바로가기  경상북도 재정공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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