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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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

(27개)-정책사업목표(129개)-단위사업(29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9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충청북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7 129 298 39 224 35 4,299,339 4,160,463 138,875

공보관 1 1 4 1 2 1 3,949 3,833 116

감사관 1 1 6 0 4 2 283 302 △19

여성정책관 1 2 6 0 4 2 34,364 33,802 563

기획관리실 1 10 16 2 14 0 237,929 211,999 25,930

재난안전실 1 9 18 0 16 2 239,221 166,905 72,316

행정국 1 7 29 6 21 2 582,203 566,970 15,233

보건복지국 1 9 13 2 11 0 1,371,049 1,289,135 81,914

경제통상국 1 16 24 3 19 2 183,375 126,430 56,945

농정국 1 6 19 4 9 6 412,729 480,785 △68,055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체육관광국 1 8 18 2 12 4 284,973 269,109 15,864

균형건설국 1 7 17 2 11 4 217,617 250,299 △32,682

바이오환경국 1 10 16 0 15 1 260,856 292,298 △31,443

소방본부 1 16 34 4 30 0 303,063 292,967 10,09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4 11 6 5 0 4,955 17,926 △12,971

의회사무처 1 1 4 0 3 1 9,663 9,588 75

자치연수원 1 1 3 0 3 0 5,992 4,889 1,102

농업기술원 1 3 15 1 13 1 36,469 33,269 3,200

보건환경연구원 1 1 3 1 1 1 7,920 11,643 △3,723

도로관리사업소 1 3 5 2 3 0 42,059 38,961 3,097

산림환경연구소 1 1 3 0 3 0 24,326 28,942 △4,616

축산위생연구소 1 5 12 1 10 1 12,803 10,915 1,889

농산사업소 1 2 10 0 7 3 3,208 2,976 232

청남대관리사업소 1 1 2 0 1 1 7,169 6,454 714

내수면산업연구소 1 1 4 1 3 0 7,362 3,744 3,618

서울세종본부 1 1 1 0 1 0 527 425 102

북부출장소 1 1 2 0 1 1 986 913 72

남부출장소 1 2 3 1 2 0 4,290 4,984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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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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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509,939 9,709,302 199,363

부채 총계 920,738 887,672 △33,066

비용 총계 3,585,349 3,808,643 223,294

수익 총계 3,763,982 4,025,603 261,62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2]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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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50 74.45 100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00 15.56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00 9.89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1.00 11.8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50 4.0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00 15.3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00 12.3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00 0.89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3-1] 2017 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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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충청북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5% 5.03% 2.98%

2. 경상수지비율 62.18% 67.09% 75.57%

3. 관리채무비율 13.42% 8.06% 10.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89.66% 46.42% 61.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26.84% 23.14% 29.59%

6. 공기업부채비율 62.37% 41.58% 107.29%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8.44% △0.68% 3.67%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0.45% 24.63% 22.75%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8.23% 9.27% 9.0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33% 1.79% 0.5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25% 7.91% 9.03%

10. 지방세징수율 98.63% 97.69% 98.6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0 1.0027 1.003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3% 1.68% 0.6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4.62% 17.67% 7.6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7% 1.01% 0.1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2.91% 5.03% 13.0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1318

14. 지방보조금비율 1.99% 6.31% 3.0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7.10% △10.62 △13.0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1% 2.52% 1.05%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49.11% 10.10% △3.3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6.05% 8.67% 2.7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2.83% 19.65% 13.9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3% 0.42% 0.2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5.51% △7.21% △2.7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8.19% △15.85% 6.07%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9-4-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별첨 9-4-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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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석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

율성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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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 지방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함.

-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

보다 개선(2.7%p)되었으며 도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상수지비율이 도 중 가장 우수하고 전년도보다 낮은 이유는 전년도 대비 

경상비용 중 시군조정교부금이 감소(367억원)하고, 경상수익 중 지방세 증가

(326억원), 지방교부세 증가(197억) 등의 경상비용 감소와 경상수입 증가에 기인

하고 있음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372.59%에서 62.37%로 공기업 부채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17년 공사 및 보상 진행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가 및 

당기 매출인식분의 감소 244억원, 단기금융상품 증가 60억원,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 24억원 등 자산의 증가와 대행사업예수금 감소 193억원, 분양

선수금의 감소 52억원, 용지보상 채원 상환 164억원, 사채의 감소 300억원 

등 지속적인 부채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전년도 2.68%에서 ‘17년도에 8.44%로 5.76%p 증가

하여, ’17년도 도 평균(2.67%)보다 무려 4.77%p 높게 운영하여 우수함, 이는 

부채 72,006백만원 감소, 영업이익 9,419백만원 증가, 당기순이익 6,411백만

원 증가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경영관리 개선에 기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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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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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을 측정함.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전년도 102.66%와 비교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

지만 52.91%로 도 중에서 가장 높아 미흡함 이는 ‘17년 세외수입체납액은 

낮아졌지만 ’16년 증가한 사용료(도로, 하천, 기타사용료)의 체납 증가, 도

비보조금환수금, 소송비용청구료 등의 미수납 내역으로 인해 증감률이 높

아짐, 향후 전년도 납기미도래 미수납내역 819백만원과 비교하여 ‘17년 163

백만원으로 대폭 개선되어 추후 관련 지표 개선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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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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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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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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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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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4,698 64,564 99.79

여성정책추진사업 10,557 10,550 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085 47,001 99.82

자치단체 특화사업 7,056 7,012 99.39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9-6]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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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2 50,832,447 34 48,743,485 31,467,550 118 2,088,962 2,0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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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6 42,084,301 5 42,318,304 25,531,184 △11 △234,003 △276,44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시내용은

[별첨 9-7-1]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 총괄표

[별첨 9-7-2] 2017회계연도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 9-7-3]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별첨 9-7-4] 2017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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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충주소방서 

연수119안전센터 신축
1,882 ‘17.08.07. ~ ’17.12.24.

기타

(119안전센터)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

(충주소방서 연수119안전센터)  
충주소방서/영선담당/043-841-3122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 반

현 황

○ 소 재 지 충북 충주시 동수10길 1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9,484명(2017. 7월 기준)   39,484명(2017. 7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175명 / 227명        175명 / 227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017.08.07. 2017.12.24.

사 업

개 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소방안전센터 2017 1,574㎡ 996.63㎡ 996.63㎡ 지상2층
:

○ 청사신축 필요성 관할 시내권 출동거리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7.08.07.
준공 2017.12.24.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수의
○ 추정(예정)가격 2,122,975,350 계약금액 1881,975,350 낙찰율   88.64%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소방안전센터 2017 1,574㎡ 996.63㎡ 996.63㎡ 지상2층
: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881,975,350 1881,975,350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881,975,350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무상제공 충주시
 2) 설계비 71,649,000
 3) 감리비 14,872,000
 4) 공사비 1,795,454,350
 5) 기타부대비

추 진

일 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6.10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2016.11 완료 자체

투자심사 - -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 - 지방의회

설계 2017.02 완료 자체
착공 2017.08 완료 자체
준공 2017.12 완료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881,975,350 1881,975,350 감리,설계비 포함

원/㎡ 1,888,339 1,888,339 소수점 버림

비율 100% - -

건 축

금액 1,436,240,910 1,436,240,910 감리,설계비 제외

원/㎡ 1,441,097 1,441,097 소수점 버림

비율 76.3% - -

기 계

금액 112,827,740 112,827,740 감리,설계비 제외

원/㎡ 113,209 113,209 소수점 버림

비율 5.9% - -

전 기

금액 183,620,300 183,620,300 감리,설계비 제외

원/㎡ 184,241 184,241 소수점 버림

비율 9.7% - -

통 신

금액 62,765,400 62,765,400 감리,설계비 제외

원/㎡ 62,977 62,977 소수점 버림

비율 3.3% - -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 건축 부분 포함 -

원/㎡ - - -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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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 246,300 235 4,381 13.17% 1.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63 211 222 154 235

금액 7,224 8,180 6,492 2,720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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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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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가액

내용
연수

충  북
미래관 위탁 21 108,030 40,311 527 3,823 36,487 40 2,407 1,359 △1,04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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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 - 4 1 3 1 1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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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할 11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86,706백만원입니다(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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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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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

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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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43,350 57,340 86,009 286,699 7 286,706 269,287 -

청주시 75,212 27,287 4,385 106,884 7 106,891 113,394 46

충주시 18,733 8,139 7,791 34,663 - 34,663 32,997 -

제천시 12,273 4,190 8,706 25,169 - 25,169 23,011 -

보은군 3,070 913 9,326 13,309 - 13,309 10,046 -

옥천군 4,665 1,608 8,934 15,207 - 15,207 11,605 -

영동군 4,527 860 9,173 14,560 - 14,560 11,460 -

증평군 3,388 982 7,193 11,563 - 11,563 9,288 -

진천군 6,521 4,394 6,257 17,172 - 17,172 15,989 -

괴산군 3,465 1,283 9,315 14,063 - 14,063 10,745 -

음성군 8,765 6,791 5,930 21,486 - 21,486 21,577 -

단양군 2,731 893 8,999 12,623 - 12,623 9,175 -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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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8 566,951 △7,244 42,595 260,880 865,410 318,554 286,699

청주시 370 274,010 △6,118 19,315 136,895 424,472 47% 199,502 90% 179,552

충주시 1,165 80,021 △273 5,284 34,150 120,347 27% 32,494 90% 29,245

제천시 119 41,179 17 3,154 22,376 66,845 27% 18,048 90% 16,243

보은군 4 8,753 14 827 5,609 15,207 27% 4,106 90% 3,695

옥천군 5 15,950 △6 1,182 8,567 25,698 27% 6,938 90% 6,244

영동군 4 8,264 △32 756 8,286 17,278 27% 4,665 90% 4,199

증평군 6 9,039 △9 1,235 6,115 16,386 27% 4,424 90% 3,982

진천군 13 42,558 △337 3,860 11,466 57,560 27% 15,541 90% 13,987

괴산군 36 12,340 50 991 6,388 19,805 27% 5,347 90% 4,812

음성군 27 66,566 △554 5,347 16,028 87,414 27% 23,602 90% 21,242

단양군 479 8,271 4 644 5,000 14,398 27% 3,887 90% 3,498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9,126 16,862 18,787 64.50 111.4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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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행정국)
‘17.4.17.

청사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회수 927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자치연수원)
‘17.4.1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 부적
정(추징 161천원)

시정,추징 처분완료

종합감사

(자치연수원)
‘17.4.13.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및 임
금지급 부적정(추급 233천원)

시정,추급 처분완료

종합감사

(농정국)
‘17.6.28.

2014한국산양삼축제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회수 2,534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농정국)
‘17.6.28.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회수 301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충북도립대)
‘17.6.30.

시설공사 각종 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등 정산 소홀
(회수 6,411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재난안전실)
‘17.8.25.

한천 덕산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설계 부적정(감액 429,374천원)

시정,감액 처분완료

종합감사

(재난안전실)
‘17.8.25.

하천정비 사업 설계 부적정
(감액 3,740천원)

시정,감액 처분완료

종합감사

(내수면연구소)
‘17.8.29.

연구시설 건축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소홀(회수 972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의회사무처)
‘17.11.27.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회수 468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의회사무처)
‘17.11.27.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회수 84천원)

주의,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서울세종본부)
‘17.12.28.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회수 1,722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북부출장소)
‘17.12.28.

연가보상비 등 지급 
부적정(회수 784천원)

시정,회수 처분완료

종합감사

(북부출장소)
‘17.12.28.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832천원, 추징1,644천원)

시정,회수,추징 처분완료

종합감사

(북부출장소)
‘17.12.28.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추징 78천원)

시정,추징 처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