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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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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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69,437 1,486,272 83,164 0

부채 총계 74,879 73,887 991 0

비용 총계 221,275 217,125 4,150 0

수익 총계 298,231 295,602 2,629 0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진천군 홈페이지(http://jincheon.go.kr/) → 정보공개 → 재정정보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진천군 전국평균 동종지자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0%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6.90%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70.18%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10.91%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22.58%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1.90%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10.58%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8.41%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4.31%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1.08%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23.14%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0.44%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8.00%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56.17%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8.01%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5.08%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72.42%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9.23%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8.02%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23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96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796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915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90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99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196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55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239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471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 성 지 표 값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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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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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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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
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
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
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
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

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
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
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
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
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

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우리

군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4,694 4,625 4,946 5,701 6,250

비과세 3,827 3,963 3,803 4,136 4,300

감면 867 662 1,143 1,565 1,949

지방세 징수액 (B) 37,652 43,162 49,630 51,470 52,188

비과세･감면율 (A/A+B) 11.09% 9.68% 9.06% 9.97% 10.6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6,250 100.00% 5,701 100.00% 549 9.62%

 일반공공행정 2,539 40.62% 2,418 42.42% 121 4.99%

 공공질서 및 안전 10 0.17% 10 0.18% 0 3.32%

 교육 30 0.48% 20 0.35% 10 52.11%

 문화 및 관광 395 6.32% 377 6.61% 18 4.83%

 환경보호 0 0.00% 0 0.00% 0 △52.25%

 사회복지 359 5.74% 342 6.00% 17 4.91%

 보건 4 0.07% 4 0.07% 0 6.61%

 농림해양수산 171 2.73% 158 2.77% 13 8.09%

 산업･중소기업 112 1.79% 121 2.12% △9 △7.43%

 수송 및 교통 3 0.04% 4 0.07% △2 △37.14%

 국토 및 지역개발 881 14.09% 578 10.15% 302 52.2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628 26.06% 1,561 27.38% 68 4.3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8 1.89% 108 1.89% 10 9.3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250 4,300 1,892 2 56

보

통

세

보통세소계 6,249 4,300 1,892 2 56

주민세 21 11 11 0 0

재산세 5,858 4,180 1,621 0 56

자동차세 370 109 259 1 0

지방소득세 1 0 1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0 5,991

여성정책추진사업 7 1,3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3,886

자치단체 특화사업 8 790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은 모델 3(1, 2, 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7,443 1,004 3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진천군 홈페이지(http://jincheon.go.kr/) → 군민참여 → 예산편성에 바란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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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진천군이 추진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부서별 원가회계정보 산출일정

맞추어 9월 중 별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는 공기업과 계획에 의거하여 9월 중 별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진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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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49,659 147 2,439 20.76% 4.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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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429 292 259 185 147

금액 11,938 8,377 8,778 5,558 2,43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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