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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북도는 본 회계연도의 ‘4% 충북경제의 본격 도약, 충기만세의 도전, 도민

행복시대의 구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9

개)-정책사업목표(146개)-단위사업(3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4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0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9 146 306 43 215 48 4,168,257 3,704,057 464,200

공보관 1 1 5 2 3 - 3,833 3,620 213

감사관 1 1 5 4 1 302 258 43

여성정책관 1 2 6 1 5 33,802 29,637 4,165

혁신도시관리본부 1 1 3 2 1 1,846 1,106 740

기획관리실 1 12 18 1 12 5 211,999 200,264 11,734

재난안전실 1 9 17 2 12 3 166,905 152,354 14,551

행정국 1 12 31 3 24 4 566,970 550,634 16,336

보건복지국 1 9 13 1 12 1,289,135 1,240,823 48,312

경제통상국 1 16 23 6 12 5 126,430 122,942 3,489

농정국 1 6 18 2 12 4 480,785 403,417 77,36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1]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세요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체육관광국 1 9 19 0 16 3 269,109 170,826 98,282

균형건설국 1 7 17 1 12 4 250,299 200,124 50,175

바이오환경국 1 11 19 3 16 0 292,298 317,588 △25,289

소방본부 1 21 35 9 24 2 292,967 132,202 160,765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4 11 3 7 1 17,926 12,672 5,254

의회사무처 1 1 4 0 4 0 9,588 8,476 1,113

충북도립대학 0 0 0 0 0 0 3,847 9,570 △5,723

자치연수원 1 1 3 1 1 1 4,889 4,778 111

농업기술원 1 3 13 1 12 0 33,269 32,061 1,208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1,643 7,130 4,513

도로관리사업소 1 3 5 1 3 1 38,961 39,401 △440

산림환경연구소 1 1 3 0 3 0 28,942 32,364 △3,422

축산위생연구소 1 5 11 2 5 4 10,915 10,881 34

농산사업소 1 2 8 2 6 0 2,976 2,635 341

청남대관리사업소 1 1 2 0 1 1 6,454 6,847 △393

여성발전센터 1 1 4 0 4 0 2,101 1,986 115

내수면연구소 1 1 3 2 1 0 3,744 3,042 702

서울세종본부 1 1 1 0 1 0 425 359 67

북부출장소 1 1 2 0 0 2 913 1,711 △798

남부출장소 1 3 4 1 2 1 4,984 4,349 63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306,376 9,509,939 203,563 19,726,226

부채 총계 910,464 920,738 10,274 1,407,308

비용 총계 3,468,312 3,585,349 117,037 6,488,808

수익 총계 3,667,093 3,763,982 96,889 7,090,90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2] 2016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세요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북도

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
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45 83.87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10.3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00 10.56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22 4.5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3.00 10.8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00 9.56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7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7.23 16.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2.00 2.0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3-1] 2017년 충청북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과

[별첨 9-3-2] 2017년 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세요.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8% 5.52% 3.06%

2. 경상수지비율 64.86% 68.14% 73.97%

3. 관리채무비율 14.08% 9.33% 11.54%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93.57% 53.74% 65.47%

5. 통합유동부채비율 32.12% 26.10% 29.55%

6. 공기업부채비율 372.59% 57.93% 272.4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68% △0.59% 2.7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9.50% 24.11% 21.3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3.33% 11.54% 14.91%

9. 경상세외수입비율 0.33% 1.78% 0.50%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53% 6.23% 3.60%

10. 지방세징수율 98.44% 97.30% 98.2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4 0.9997 0.998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9% 1.87% 0.7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4.48% 21.36% 26.46%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7% 1.23% 0.11%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02.66% 12.37% 19.36%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1.0002

14. 지방보조금비율 1.75% 7.55% 3.64%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2.64% 3.71% 13.7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3% 2.48% 1.36%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1.56% 0.64% △13.47%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9.98% 91.76% 99.38%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92.54% 79.72% 87.37%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7% 0.45% 0.17%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73.03% 2.26% 37.72%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0.32% △5.97% △7.76%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9.3점 9.9점

22. 재정분석 대응도 적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4-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과

[별첨 9-4-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과

[별첨 9-4-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를 참조하세요.



◈ 재정분석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
효율성‧재정책임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있음.

◈ 재정건전성 분야는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의 총 7개의 지표

에 의해 지방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함.

- 전년도 대비 경상수익 중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되었으며 동종

단체와 비교하여 지표값이 우수함.

-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채무잔액 비율을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 현금화 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기업부채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아 전체적으로 부채 관리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분야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총 12개의 지표

(지표별 비율과 증감률을 측정하는 부분)에 의해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함.

- 세입관리 관점에서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및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이 동종

단체와 비교하여 우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은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 등의 체납이 증가하여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미흡한 편임.

- 세출관리 관점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낮아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미흡한 편임.

◈ 재정책임성 분야는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 노력도, 재정분석 대응도 등 총

3개 패널티 및 인센티브 지표에 의해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 등을 측정함.

- 재정법령을 준수하여 패널티 받은 사항은 없었으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평가하는 재정공시 노력도의 경우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재정분석 대응도 측면에서도 준수하여 패널티 받은

사항이 없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높을수록영업실적이우수, 재정안정성이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높을수록지방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높을수록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낮을수록체납세외수입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
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
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주민 접근성향상을위한 노력도를파악하여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82,950 82,363 99.29

여성정책추진사업 4,974 4,966 99.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434 50,270 99.68

자치단체 특화사업 27,542 27,126 98.49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6] 성인지 결산현황을 참조하세요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58 8,748,146 29 6,425,182 5,936,367 129 2,322,964 2,322,964

전년도(‘15) 145 22,522,449 27 20,544,879 15,209,232 118 1,977,570 1,893,215

증감 13 △13,774,303 2 △14,119,698 △9,272,865 11 345,394 429,7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시내용은

[별첨 9-7-1]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총괄표

[별첨 9-7-2] 2016회계연도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 9-7-3]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별첨 9-7-4]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연도별 비교자료를 참조하세요.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북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48 261,606 154 2,720 9.95 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09 163 211 222 154

금액 4,375 7,224 8,180 6,492 2,72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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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청북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충북미래관 2009. 8. 24. 12,587 2,69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잔존
가액

내용
연수

충 북
미래관 위탁 22 98,769 40,311 527 3,823 36,487 40 2,149 1,237 △912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3 3 - - 3 - - 3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할 11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69,287백만원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15년도
정산분

원전·화
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34,643 80,787 53,857 269,287 - 269,287 266,228 -

청주시 70,718 39,701 2,975 113,394 - 113,394 115,150 -

충주시 17,643 10,718 4,636 32,997 - 32,997 30,933 -

제천시 11,549 6,033 5,429 23,011 - 23,011 22,011 -

보은군 2,901 1,330 5,815 10,046 - 10,046 9,633 -

옥천군 4,432 1,853 5,320 11,605 - 11,605 11,637 -

영동군 4,265 1,326 5,869 11,460 - 11,460 11,411 -

증평군 3,150 1,462 4,676 9,288 - 9,288 9,514 -

진천군 5,865 6,132 3,992 15,989 - 15,989 15,342 -

괴산군 3,255 1,757 5,733 10,745 - 10,745 10,421 -

음성군 8,272 9,368 3,937 21,577 - 21,577 21,005 -

단양군 2,593 1,107 5,475 9,175 - 9,175 9,171 -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없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2,144 528,272 -2,531 43,739 234,937 806,561 299,207 269,287

청주시 394 264,218 -993 20,168 123,392 407,179 47% 191,374 90% 172,237

충주시 1,165 68,373 -472 5,524 30,838 105,428 27% 28,466 90% 25,619

제천시 111 38,941 50 3,486 20,192 62,780 27% 16,951 90% 15,256

보은군 5 8,231 241 852 5,087 14,416 27% 3,892 90% 3,503

옥천군 5 11,995 -52 1,124 7,773 20,845 27% 5,628 90% 5,065

영동군 3 8,430 -16 731 7,519 16,667 27% 4,500 90% 4,050

증평군 5 9,515 -89 794 5,439 15,664 27% 4,229 90% 3,806

진천군 12 40,631 -498 3,637 10,083 53,865 27% 14,544 90% 13,090

괴산군 34 11,410 -77 988 5,753 18,108 27% 4,889 90% 4,400

음성군 19 59,911 -640 5,712 14,298 79,300 27% 21,411 90% 19,270

단양군 391 6,617 15 723 4,563 12,309 27% 3,323 90% 2,991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807 18,267 19,010 61.71 104.07



9-14. 감사결과

우리 충청북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성과감사(자체감사)를 받은 재정

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특정감사
(회계과) ‘16.9.12. 국 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이행(83,572천원) 시정 처분완료

국토교통부
(도로과) ‘16.6.28.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반영 및 아스
팔트 포장깨기 설계 부적정
(감액 105백만원)

시정․감액 처분완료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사업소)

‘16.6.2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동상방
지층 설계 부적정
(감액 46백만원)

시정․감액 처분완료

종합감사
(농산사업소) ‘16.5.16. 기술정보수당 지급 부적정(회수 60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여성정책관) ‘16.6.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회수 769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여성발전센터) ‘16.6.14. 교육 수강료 징수 부적정(환급 11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여성발전센터) ‘16.6.14. 컨설팅 수당에 대한 소득세 등원천징수 미이행(회수 533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농업기술원) ‘16.8.17.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소홀(추급 1,075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농업기술원) ‘16.8.17.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회수 42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균형건설국) ‘16.9.2.

지방도 확‧포장 공사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사항
(감액 555,176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균형건설국) ‘16.9.2. 지방도 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

(감액 258,763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소방본부) ‘16.11.2. 소방악대 운영 부적정(회수 18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소방본부) ‘16.11.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소홀(추징 525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소방본부) ‘16.11.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회수 201천원, 추급 175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경제통상국) ‘16.12.30.

보은(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공사 설계 부적정
(감액 51,700천원)

시정 처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