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재정성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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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569,437 1,647,612 78,175 1,860,711

부채 총계 74,879 81,790 6,911 30,777

비용 총계 221,275 258,051 36,776 255,534

수익 총계 298,231 308,288 10,057 333,6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진천군 홈페이지(http://jincheon.go.kr/) → 정보공개 → 재정공시(별첨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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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재정분석 결과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

시(‘15년도 하반기 예정)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우리군

은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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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 감면액 (A) 4,625 4,946 5,701 6,250 6,819

비과세 3,963 3,803 4,136 4,300 4,569

감면 662 1,143 1,565 1,949 2,250

지방세 징수액 (B) 43,162 49,630 51,470 52,188 57,827

비과세 감면율
(A/A+B)

9.68% 9.06% 9.97% 10.69% 10.5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250 100.00% 6,819 100.00% 569 9.11%

일 반 공 공 행 정 2,539 40.62% 2,657 38.96% 118 4.64%

공공질서 및 안전 10 0.17% 18 0.27% 8 77.34%

교 육 30 0.48% 114 1.67% 84 278.31%

문 화  및  관 광 395 6.32% 427 6.26% 32 8.05%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3.15%

사 회 복 지 359 5.74% 381 5.59% 22 6.14%

보 건 4 0.07% 7 0.10% 3 57.87%

농 림 해 양 수 산 171 2.73% 179 2.63% 9 5.01%

산 업 중 소 기 업 112 1.79% 145 2.13% 33 29.66%

수 송  및  교 통 3 0.04% 1 0.02% △1 △42.20%

국토 및 지역개발 881 14.09% 991 14.53% 110 12.48%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1,628 26.06% 1,772 25.99% 144 8.83%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118 1.89% 127 1.86% 9 7.56%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819 4,569 2,188 1 60 0

보

통

세

소  계 6,819 4,569 2,188 1 60 0

주민세 17 9 8 0 0 0

재산세 6,427 4,441 1,925 0 60 0

자동차세 375 120 254 1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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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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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

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도)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2 26,744

여성정책추진사업 4 3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6 23,260

자치단체 특화사업 12 3,103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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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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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4,347 30,199 87.92

여성정책추진사업 413 347 84.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426 25,877 87.94

자치단체 특화사업 4,508 3,975 88.18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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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진천군은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0,331 1,270 3

▸ 2014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진천읍 주민편의시설(파고라) 설치 7 신규사업

진천읍 옹암 경로당 보수공사 4 〃

진천읍 산정 쉼터 조성공사 및 운동기구 설치 35 〃

진천읍 내동 쉼터 설치사업 및 운동기구 설치 22 계속사업

진천읍 지적경로당 보수 공사 10

진천읍 진천중학교 사고방지용 펜스 설치 50

진천읍 지장 쉼터 조성 및 조경공사 12

진천읍 놋점방범카메라(CCTV) 설치 5

진천읍 사미 마을회관 시설보수 12

진천읍 진중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화단 설치 7

진천읍 산호경로당 보수 공사 6

진천읍 금암 경로당 보수공사 10

진천읍 중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쉼터 조성 24

진천읍
상산초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화단설치 및 

분리시설 설치
5

진천읍 사랑마을 도로 안전조치 5

진천읍 취적체육시설 지붕설치 7

진천읍 읍내 쓰레기 투기 말하는 CCTV 설치 10

진천읍 사석 지역안내 표지판 설치 5

진천읍 새터마을 쉼터 설치 7

진천읍 천호 쉼터 공사 및 운동기구 설치 24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진천읍 가술 외부스피커 증설 3 신규사업

진천읍 소강정 쓰레기 분리시설 및 화단 설치 9 〃

진천읍 수암경로당 2층 케토피 설치 2 〃

진천읍 산직마을 농로포장공사 5 계속사업

진천읍 하고마을  안길재포장공사 12

진천읍 귀농1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5

진천읍 귀농2구 농로보수공사 30

진천읍 도장마을 수로정비공사 20

진천읍 동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4

진천읍 매산마을 도로정비공사 30

진천읍 상고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진천읍 양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진천읍 거령마을 농로포장공사 25

진천읍 양촌마을 농로포장공사 20

진천읍 마두마을 농로포장공사 20

진천읍 어은마을 농수로정비공사 15

진천읍 연화마을 농로포장공사 30

진천읍 역리마을 농로포장공사 25

진천읍 월호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

진천읍 갈탄마을 농로포장공사 15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문백면 평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문백면 우경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

문백면 외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문백면 상대음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계속사업

백곡면 일송정 소하천  준설사업 40

백곡면 용암 하수도정비사업 30

이월면 신대마을버스대기소 및 쉼터조성사업 5

이월면 물미마을 농로포장공사 30

이월면
용사마을진입로

안전시설설치사업
10

이월면 마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7

이월면
신촌마을 우수관 및 

맨홀공사(하수도정비사업)
20

이월면 도산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5

이월면 노곡마을 진입로 도로정비사업 11

광혜원면 원림마을  보도블럭 재설치 5

광혜원면 장기1,2마을 아스콘재포장 및 맨홀인상 12

광혜원면 상리마을 회관 페인트 공사 2

광혜원면 주연마을 하수구 정비 5

광혜원면 동주원마을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설치공사 7

광혜원면 신양아파트 안길 포장 30

광혜원면 월곡마을안길 하수도 재정비 2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광혜원면 산호1차@ 지하주차장 입구 비가림시설공사 20

광혜원면 갑을아파트 보도블럭 설치 10

광혜원면 용소마을 배수로 공사 8

광혜원면 주연마을 쉼터  보수사업 1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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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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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일정에 

맞추어 별도 수시공시(‘15. 9월 중 공시예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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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로서,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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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43,889 119 1,982 16.02% 4.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92 259 185 147 119

금액 8,377 8,778 5,558 2,439 1,98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150 -4,240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468 3,150

인건비 절감 -55 -365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23

업무추진비 절감 19 4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43 -119

지방청사 관리․운영 3,021 3,289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412 -4,240

지방세 징수율 제고 344 -1,371

지방세 체납액 축소 -860 -2,286

경상세외수입 확충 504 6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10 -1,114

탄력세율 적용 -87 -119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