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사업목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준비를 위한 군정역량 강화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지원 기능 강화

고품격 생거진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

군민이 주인인 정부「군정 혁신」실현

군정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
가 추진(회)

핵심 40
목표 5 5 5 5 5 목표관리제 관련

보고회 개최횟
수

내부문서
실적 5 4

군수 공약사업 추진(%)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이행률(당해년도
이행실적/당해
년도 이행목표*10
0)

내부문서
실적 97 100

군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회)

일반 30
목표 - 5 5 5 5 목표관리제 관련

행사 개최횟수
내부문서

실적 -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추진

-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목표치 설정

○ 군수 공약사업 추진

- 감동공약 실천계획보고서

○ 군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

- 군정주요사업 자문도출을 위한 총회, 분과위원회,기타자문 등 개최 횟수



정책사업목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 마련

자체재원 한계 극복을 위한 국·도비 확보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의존재원 확보액(억원) 핵심 60
목표 2,240 2,255 2,500 2,560 2,620 최종예산 기준

의존재원 확보액
예산서

실적 2,260 2,70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
영 활성화(%)

일반 40
목표 2회 2회 3회 3회 4회 (위원회개최횟수

실적/위원회개
최횟수 목표)*100

개최계획
및 결과보
고서실적 2회 2회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의존재원 확보액

-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정책사업목표 공직비리 없는 투명한 감사추진

전국 최고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민원부조리 및 부패 방지로 대주민 신뢰행정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
찰활동(%)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횟수/계획

횟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
지교육)(%)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횟수/계획

횟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 내부계획에 의거

○ 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지교육)

- 내부계획에 의거



정책사업목표 정확하고 신뢰받는 선진 법무·통계행정 구현

법무행정의 능동적·효율적 추진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조례규칙심의회 가결비
율제고(%)

핵심 40
목표 90 90 90 90 90

가결/상정*100
조례규칙가
결 결과실적 100 96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제
고(%)

일반 30
목표 70 70 75 80 80

승소/소송*100 승소율
실적 79 95

수요자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제공(횟수)

일반 30
목표 12 12 12 12 12

실시횟수 내부계획
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조례규칙심의회 가결비율제고

- 90% 가결비율 상정

○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제고

- 75% 승소율 상정

○ 수요자중심의 통계자료생산제공

- 매해 계획된 통계조사 횟수



정책사업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선

자치분권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자치법규 규제심사(이행
율)

핵심 60
목표 80 85 90 95 100

(실적/목표)*100 온나라
실적 80 85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이행율)

일반 40
목표 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100
온나라/ 결
과보고서실적 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자치법규 규제심사

- 주요업무계획

○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미래발전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

주요 전략사업 추진

국책사업 지원 및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미래전략사업 발굴(건) 일반 60
목표 1 1 1 1 1 미래전략사업 발

굴
내부자료

실적 2 2

민자 및 기관유치활동
전개(회)

일반 40
목표 1 1 1 1 1 민자 및 기관유

치 활동 전개
내부자료

실적 2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미래전략사업 발굴

- 주요업무계획

○ 민자 및 기관유치활동 전개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선도하는 창조경제도시 실현

친환경 우량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성장 기반구축 및 안정적 노사문화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업체)

핵심 60

목표 90 110 110 0 0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공장유치실
적/공장설
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실적 110 110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업체)

일반 40

목표 90 95 100 105 105
중소기업 육성자
금 이차보전금
지원

은행별 지
원대상 추
출/충청북
도 일자리
기업과

실적 95 9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 2018년 실적대비 예상 유치 우량기업목표 산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계획



정책사업목표 선도하는 창조경제도시 실현

산·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농공·협동화단지 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
(백만원)

핵심 80

목표 120 120 100 100 0

농공단지 분양대
금 납임

광혜원제2
농공단지
및 이월전
기전자농공
단지 분양
대금

실적 120 120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지
원사업(백만원)

일반 20
목표 1,604 121 117 114 112 진천공예마을 활

성화 지원사업

지역행복생
활권연계사
업실적 1,915 12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

- 연도별 분양대금 회수계획

○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정책사업목표 선도하는 창조경제도시 실현

지역경제 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백만원)

핵심 100

목표 400 400 400 0 0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산업.농공
단지 기반
시설 보수
집행액

실적 400 4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총 예산



정책사업목표 국제문화교육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

군민이 체감하는 특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최고의 명품 국제문화교육도시 기반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글로벌 인재 양성(명) 핵심 60
목표 90 90 90 90 90 글로벌 인재 양

성
캠프 참여
자 수실적 95 100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명)

핵심 40
목표 660 670 680 690 700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페스티벌
참여자 수실적 660 6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글로벌 인재 양성

- 2017년 실적 대비 예상목표치 산정

○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 2017년 실적 대비 예상목표치 산정



정책사업목표 국책사업의 효과적 관리로 지역발전 견인

충북혁신도시 정착기반 조기 구축

정부공모사업 대응의 창의적 역량 강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정주여건기반시설 확충(
개소)

핵심 100
목표 1 1 2 0 0 정주여건기반시

설 확충
기반시설
수 집계실적 1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정주여건기반시설 확충

- 혁신도시 정주여건기반시설



정책사업목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행정업무 지원

인사, 조직관리 운영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무역량 강화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육아휴직 인력대체(%)(%
)

핵심 7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 내부자료
실적 100 100

분야별 직무분석 실시(%
)(%)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횟수/목표횟

수
온나라 문
서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육아휴직 인력대체(%)

- 육아휴직 인력에 대한 전원 대체

○ 분야별 직무분석 실시(%)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책사업목표 진천시 조기 건설을 위한 인구 확충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
복구입비 지원(명)

핵심 60
목표 0 0 1,340 1,360 1,380

지원 인원 내부 자료
실적 0 0

진천군 전입자 지원(회) 일반 40
목표 0 12 12 12 12

지원 횟수 내부 자료
실적 0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진천군에 소재한 중,고교 신입생

○ 진천군 전입자 지원

- 진천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 지원 횟수



정책사업목표 저출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교육 추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적적 가치관 확산을 위한 기회 마련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교
육(회)

핵심 60
목표 0 6 6 6 6

교육횟수 내부자료
실적 0 6

출산 장려 및 전입 유도
주민 홍보(회)

일반 40
목표 0 2 2 2 2 홍보횟수

내부자료
실적 0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교육

-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의식 개선

○ 출산 장려 및 전입 유도 주민 홍보

- 출산 장려 및 진천군 인구 전입 유도



정책사업목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자원봉사활동률(등록자
원봉사자대비)(%)

핵심 100
목표 36 36 36 36 36 (자원봉사활동자

수 / 등록자원봉
사자수)*100

내부자료
및 자원봉
사 1365실적 36 3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자원봉사활동률(등록자원봉사자대비)

- 등록자원봉사대비 자원봉사활동자 수 비율



정책사업목표 다함께 발전하는 자치행정, 혁신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혁신적 지식활동을 통한 선진행정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주민자치발표회 횟수(회
)

핵심 60
목표 7 7 7 7 7 주민자치발표회

건수
내부자료

실적 7 7

해피진천 활성화 공모사
업 민간단체 지원(건)

일반 40
목표 7 7 7 0 0 민간단체 지원건

수
내부자료

실적 7 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주민자치발표회 횟수

- 7개읍면당 1회

○ 해피진천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단체 지원

- 지원사업수



정책사업목표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수련생 유치 확대(1이상
)

핵심 100
목표 1 1 1 1 1 연간 유지단체

수/전년도 유지
단체수

청소년수련
원 운영일
지실적 1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수련생 유치 확대

- 전년도 대비 청소년수련원 운영활성화



정책사업목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나눔복
지실현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복지수급대상자 선정 및 적정한 자격확인 체계 구축

저소득층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급여 지원

저소득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희망드림사업 추진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가구)

핵심 40
목표 83 87 90 93 96 통합사례관리 가

구 발굴 건수

내부자료/
행복e음시
스템실적 83 87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급여지원(가구)

핵심 30
목표 1,920 1,950 1,950 1,960 1,970 급여 지급대상

건수
내부자료

실적 1,725 1,960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가구)

핵심 30
목표 1,850 1,725 1,604 1,508 1,500 급여 지급대상

건수
내부자료

실적 1,850 1,7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희망드림사업 추진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2018년도 지원 건수

○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 2018년도 지원 건수

○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 2018년도 지원 건수



정책사업목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호국 보훈 정신의 계승 발전
도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각종 보훈수당 지원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충일 및 6.25전쟁 진천군민대회 등 행사 지원

현충시설 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참전(유족)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명)

핵심 70
목표 740 720 700 680 660

수당 지급인원 내부자료
실적 760 740

보훈단체 행사지원(회) 일반 30
목표 8 8 9 9 9

지원횟수 내부자료
실적 8 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참전(유족)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 지급인원 700명

○ 보훈단체 행사지원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노인 복지 기반 확충 및 선진장사문화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선진 장사문화 장착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맟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명)

핵심 50

목표 1,200 1,210 1,290 1,295 1,300 사회공헌형(9988
행복지키미) 시
장진입형 노인일
자리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1,278 1,286

저소득노인지원(명) 일반 25

목표 8,950 9,000 9,620 9,623 9,624 기초연금 노인돌
봄서비스 무료급
식 등 서비스 이
용인원

결과보고서
실적 9,471 9,617

맟춤형노인복지 활성화(
개소)

일반 25
목표 303 305 309 309 309 대한노인회 진천

군지회 및 분회
지원

결과보고서
실적 307 3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맟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 저소득노인지원

-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 맟춤형노인복지 활성화

-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정책사업목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장애인식개선 및 권리보호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개소)

일반 40

목표 15 16 16 16 16 장애인복지관 운
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
성 실적

내부자료
실적 15 16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
지서비스 지원(지원실적
)

핵심 60

목표 1,100 1,150 1,150 1,150 1,150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량

명
실적 1,184 1,2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 내부자료



정책사업목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여성관련 교육지원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여성 지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여성회관 교양기술프로
그램 참여(명)

핵심 50
목표 630 640 650 650 660 여성회관 교육기

술프로그램 참여
자 수

결과보고서
실적 806 805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원)

일반 25
목표 66 66 52 52 52 여성사회활동 지

원금
이호조

실적 66 66

다문화가족지원(원) 일반 25
목표 290 388 388 388 388 다문화가족 지원

금
이호조

실적 387 3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여성회관 교양기술프로그램 참여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 다문화가족지원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정책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드림스타트 운영의 내실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
영(건)

일반 40
목표 58 60 60 0 0 드림스타트 프로

그램 운영실적
내부자료

실적 67 67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명)

핵심 60
목표 760 828 5,030 5,080 5,130 보호아동 생활안

정 및 자립지원
수

내부자료
실적 760 82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2018년도 보호아동 생활안전 및 자립지원 수 : 828명



정책사업목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영유아보육료지원(공문) 핵심 100

목표 2,550 2,700 2,800 2,900 2,900

명

2018년도
관내보육료
지원 아동
수

실적 2,765 2,75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영유아보육료지원

- 전년도 대비 목표 설정



정책사업목표 감동주고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업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제도 운영 및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업무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달
성(%)

핵심 50
목표 60 60.2 60.5 60.5 60.7 스피드지수 산정

식에 의한 검증
새올행정시
스템실적 62.5 60.5

빠르고 정확한 여권서비
스 제공(건수)

핵심 50
목표 5,755 5,760 5,765 5,770 5,775

발급증가율
여권발급시
스템실적 5,859 5,92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달성

- 지난년도 목표에서 상향 조정

○ 빠르고 정확한 여권서비스 제공

- 지난년도 목표에서 상향 조정



정책사업목표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토지행정 구현

도로명주소사업, 지적정보관리 및 토지관리 업무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
리(점)

핵심 25
목표 3,670 4,350 4,350 4,350 4,350 지적측량의 기준

이 되는 지적기
준점 관리

부동산종합
공부(KRAS)실적 4,205 4,634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필)

일반 10
목표 162,978 163,363 135,000 136,000 137,000

대상필지수
지가결정필
지수실적 162,978 163,363

개발부담금 부과(건) 일반 15
목표 15 20 20 20 20

부과건수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실적 15 20

지적재조사 추진실적(필
)

일반 25
목표 441 325 400 410 450 추진 완료 필지

수 산정
추진완료건
수/내부실적 496 325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유지관리(건)

일반 15

목표 2,100 2,300 2,600 2,700 2,800
도로명주소 시설
물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
지관리/내
부

실적 2,217 2,791

공간정보 자료제공(건) 일반 10
목표 90,000 90,000 105,000 105,000 105,000

제공건수
자료제공건
수/내부실적 114,000 100,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 매년 12월31일 기준 지적기준점의 수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 매년 1월1일기준 및 7월1일 기준 예상 결정필지수

○ 개발부담금 부과

- 3년간 연평균 부과건수 추계

○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 연간 사업비(국비)현황 반영

○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유지관리

- 연간 제공실적 평균치 산정

○ 공간정보 자료제공

- 연간 자료제공실적 평균치 산정



정책사업목표 자주재원확충 및 성실납세우대 풍토 조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금 증대

체계적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액 정리강화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지방세수 확보(억원) 핵심 60
목표 877 898 925 952 980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세입액 계
산

전산자료
실적 907 1,160

지방소득세 목표율 달성
(백만원)

일반 20
목표 27,500 32,800 34,864 35,589 37,071 지방소득세 세입

액 계산
전산자료

실적 34,852 35,960

현년도 지방세 체납율(%
)

일반 20
목표 3 3 3 3 9,803 현년도 부과액

대비 체납액 계
산

전산자료
실적 4 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지방세수 확보

- 최근 3년 자주재원 확충액 고려

○ 지방소득세 목표율 달성

- 전년도 지방소득세 세입액 고려

○ 현년도 지방세 체납율

- 최근 3년 체납율 고려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

정확한 세입,세출결산

투명한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서류 대금 청구시 군세 체납여부 확인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전자태그(RFID)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물품의 취득,처분의 계획적 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식)

핵심 35
목표 1 1 1 1 1 결산서,재무보고

서

결산서 및
재무회계
보고서실적 1 1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일반 35
목표 90 90 90 90 90 2천만원 이상 공

사,용역,물품 입
찰

계약관리시
스템실적 100 100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

일반 30
목표 3 2 2 2 2 (절감액/심사요

청액)*100
계약심사자
료실적 3.65 3.60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으로 목표치 설정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공유재산 체납액 일제정리

청사 시설물 개선,정비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

핵심 35
목표 95 95 95 95 95 임대료 및 변상

금 부과율 대비
징수율

세외수입시
스템실적 100 100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회)

일반 35
목표 2 2 2 2 2 도유재산 및 군

유재산 실태조사
횟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2 2

노후시설 개선사업(건) 일반 30
목표 2 2 2 2 2 청사 노후시설

개선 정비 건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6 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 노후시설 개선사업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스마트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정보화역량 강화

홈페이지서비스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최신 전산장비(컴퓨터,프린터)보급 확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투명하고 건전한 정품소프트웨어 활용 환경 조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운영자 교육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홈페이지서비스 고도화(
식)

핵심 35
목표 1 1 1 1 1 웹서비스 고도화

건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1 1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식)

일반 35
목표 3 2 2 2 2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건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3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명)

일반 30
목표 11,800 12,000 12,000 12,000 12,000

교육인원
온나라시스
템실적 13,969 14,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홈페이지서비스 고도화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스마트시티(S-City)정보통신 인프라 확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IPT)구입

지능형 CCTV 관제 및 통합 확대

다목적 CCTV설치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신속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스마트시티에 대비한 착공전 통신설계검토

친절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편리한 진천군 전화번호부 앱 운영 관리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관리 철저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지능형 CCTV 관제 및 통
합 확대(대)

핵심 35
목표 892 940 960 980 1,000 통합운영 CCTV대

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892 96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
사(%)

일반 35
목표 110% 110% 110% 110% 110%

조기민원처리율
정보통신민
원시스템실적 120% 120%

네트워크 보안관리(%)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이버 침해사고

처리율
온나라시스
템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지능형 CCTV 관제 및 통합 확대

- 전년도 실적치 및 예상 통합운영대수 파악 설정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전년도 조기민원 처리율 파악 설정

○ 네트워크 보안관리

- 침해사고 처리 100% 달성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차로 편익 제공

진천군 고용차량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각종 재난,재해비상근무 신속대처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배차운영관리(회) 핵심 100
목표 2,000 1,800 1,800 1,800 1,800

배차건수
새올행정
차량관리시
스템실적 2,258 1,9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배차운영관리

-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 소양 증
대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결집에 기여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통합문화이용권)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추진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저소득층 문화이용기회 제공(통합문화이용권)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축제 참여자수(명)(명) 핵심 60
목표 135,000 140,000 200,000 210,000 220,000

내부검토문서
내부검토문
서실적 208,000 245,000

문화예술공연 개최횟수(
횟수)

일반 40
목표 15 15 15 15 15

내부검토문서
내부검토문
서실적 17 1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축제 참여자수(명)

- 주요업무계획, 축제평가자료 등

○ 문화예술공연 개최횟수

- 주요업무계획, 내부검토문서 등



정책사업목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로 열린행정 실현

언론매체별 맞춤형 광고 실시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실시(sns 서포터즈 운영 등)

생거진천 소식지를 통한 군정소식 홍보

군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풀컬러 전광판 운영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군정홍보 광고건수(건수
)

핵심 100
목표 150 150 150 150 150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
획실적 162 16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군정홍보 광고건수

- 주요업무계획,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행복실현

진천군체육회 보조사업, 동네체육시설

각종 체육대회 유치(참가)

진천군 실업팀(육상,태권도) 운영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진천읍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체육시설 기반구축 건수
(건수)

핵심 60
목표 8 8 8 8 8

내부검토문서
주요업무계
획실적 8 8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건수(건수)

일반 40
목표 28 25 25 25 25

내부검토문서
주요업무계
획실적 28 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체육시설 기반구축 건수

-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건수

-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문화재 보수 및 전승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

문화재시설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존지원

제례지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문화재보존사업 건수(건
수)

핵심 100
목표 20 20 20 20 20

내부검토문서
주요업무계
획실적 20 2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문화재보존사업 건수

-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색있는 관광 인프
라 구축

관광자원 홍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관광자원 개발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관광기반 확충관련 사업
건수(건수)

핵심 60
목표 15 15 15 15 15

내부검토문서
주요업무계
획실적 15 18

관광분야 홍보물 등 사
업집행 건수(건수)

일반 40
목표 5 5 5 5 5

내부검토문서
주요업무계
획실적 5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관광기반 확충관련 사업 건수

-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 관광분야 홍보물 등 사업집행 건수

-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기 및 중앙시장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
업(개소)

핵심 60
목표 1 0 1 0 0

아케이드 보강 내시자료
실적 2 0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횟수)

일반 40
목표 5 14 11 11 11 계절별 이벤트

행사 개최
내시자료

실적 5 1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계획서

○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 사업계획서



정책사업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지원

물가안정관리

진천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진천사랑상품권 판매(백
만원)

핵심 100
목표 1,900 1,950 1,500 1,550 1,600

상품권 판매량 내부자료
실적 2,080 1,9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진천사랑상품권 판매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

직업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인프라 정책의시스템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명)

핵심 100
목표 60 65 65 65 65 일자리창출 명수

내부공문
실적 60 6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선제적 교통수요대응및 선진 운송질서 확립

시내(농어촌) 버스 지원

진천군버스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행복택시 및 택시운송지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설치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백만원)

핵심 30
목표 1,571 1,553 1,553 1,553 1,553

연구용역
연구용역자
료,업체자
료실적 1,516 1,553

벽지노선 손실보상(백만
원)

일반 30
목표 982 983 983 983 983

연구용역
연구용역자
료,업체자
료실적 982 983

시골마을 행복택시(개소
)

일반 40
목표 30 40 40 40 40

지원대상마을 지원내역
실적 39 4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노선별 운송수입금 및 운송현황 분석자료

○ 벽지노선 손실보상

- 노선별 운송수입금 및 운송현황 분석자료

○ 시골마을 행복택시

- 지원대상마을조건



정책사업목표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건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참여인원(명)

핵심 30
목표 600 600 600 600 600

교육신청인원
교육신청인
원확인실적 720 8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핵심 30

목표 78 78.5 79 79.5 80
징수액/부과액*10
0

환경개선특
별회계 관
리 프로그
램

실적 78 78.5

자연생태공원 이용률 제
고(명)

일반 20
목표 25,000 28,000 31,000 34,000 37,000 자연생태공원 방

문자 수
생태공원
방명록실적 31,725 32,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참여인원

- 군 자체 사업계획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군 자체 사업계획

○ 자연생태공원 이용률 제고

- 군 자체 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매립계획량/실매

립량*100
매립시설관
리대장실적 100 100

소각시설 소각률 제고(%
)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소각량/소각계

획량*100
소각일지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 군 자체사업계획

○ 소각시설 소각률 제고

- 군 자체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환경오염 주민신고체제 구축 및 활성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개소)

핵심 60
목표 380 313 320 325 330

점검 개소수 지도점검표
실적 380 313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
술지원(개소)

일반 20
목표 12 12 12 12 12

점검 개소수
내부결과보
고서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정책사업목표 자원순환 체계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조성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슬레이트 철거 및 폐농약 처리 지원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회)

핵심 35
목표 230 230 230 230 230

지도점검 횟수
지도점검대
장실적 240 24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체 점검(회)

핵심 35
목표 4 4 4 4 4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업체 점검
횟수

지도점검표
실적 4 4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동)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동수 정산보고서
실적 12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비원에 따름



정책사업목표 수질오염원 관리로 수생태계보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 관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예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개소)

핵심 60
목표 2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4개소 지도 점검 개소

수
결과보고서

실적 2개소 2개소

개발부하량 적정운용(kg
/일)

일반 40
목표 450이내 600이내 750이내

870.76이
내 미정

BOD 개발부하량 결과보고서
실적 217.78 223.1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 자체 지도점검 계획

○ 개발부하량 적정운용

- 3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정책사업목표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와 선진음식문화 구현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

모범위생업소 지정관리

향토음식 육성 및 지정관리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수준개선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영양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합동점검 참여인원수(명
)

핵심 60
목표 240 240 240 240 240 식품 및 공중위

생업소 합동점검
참여인원수

위생업소
지도점검표실적 250 250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
참여인원수(명)

일반 40
목표 20 20 20 20 20 식품 및 공중위

생업소 합동점검
참여인원수

결과보고서
실적 25 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합동점검 참여인원수

-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 참여인원수

-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정책사업목표
농민이 자부심 느끼는 농촌사회 조성, 유통구조 개선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시설원예 현대화 및 스마트팜 조성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체험·휴양 공간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산업화 기반 구축

홍보 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유통촉진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기반 육성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비가림 시설 지원

원예특작작물 품질개선사업 지원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고품질 생거진천쌀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의 육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회)

일반 30
목표 17 18 19 20 21

개최횟수 내부자료
실적 32 40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객(명)

일반 20
목표 18,200 18,400 18,600 18,800 19,000

방문객수 내부자료
실적 30,966 31,000

추청벼 계약재배 면적확
대(ha)

핵심 50
목표 2,320 2,320 2,320 2,320 2,320

증가면적 내부자료
실적 1,950 1,9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 전년대비 상향설정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 전년대비 상향설정

○ 추청벼 계약재배 면적확대

- 전년대비 상향설정



정책사업목표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중심지 정비 개선

농업기반생산시설 정비 확충, 농촌지역 개발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핵심 60
목표 60 84 95 100 100

추진율 내부문서
실적 60 84

기계화경작로 포장(%) 일반 40
목표 60 84 95 100 100

목표대비성과 내부문서
실적 60 8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 내부추진계획

○ 기계화경작로 포장

- 내부추진계획



정책사업목표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화 및 건전한 산림
환경 조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관리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조림사업(ha) 핵심 40
목표 152 147 161 160 160 경제림, 큰나무

조림 실적

조림사업
추진실적(
분기별)실적 158 148.1

임도사업(km) 일반 30
목표 10 16 16 16 16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실적

임도사업
추진실적(
분기별)실적 10.3 16

자연휴양림 이용객(명) 일반 30
목표 16,000 20,000 25,000 26,000 27,000 자연휴양림 이용

객 수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분기별)실적 16,800 20,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조림사업

- 2019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의거

○ 임도사업

- 2019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의거

○ 자연휴양림 이용객

- 성수기 , 비수기 및 객실 현황 고료



정책사업목표
공원관리 및 정비로 쾌적한 휴식문화공간 및 도시경관 제공
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모

공원관리 및 정비를 통한 문화휴식공간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제공

공원 수경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공원 조경수 및 야생화 식재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공원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로 다양한 시설 및 체험 기회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
지관리(개소)

핵심 60
목표 11 11 11 11 11 관리 대상 공원

및 녹지
내부자료

실적 11 11

혁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개소)

일반 40
목표 33 33 33 33 33 관리 대상 공원

및 녹지
내부자료

실적 33 3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관리 계획 의거

○ 혁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

- 혁신도시 공원관리 계획 의거



정책사업목표
축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상시 방역체제 구축을 통한 가축전
염병 최소화 및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확보사업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급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수산자원 보호 및 지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천두수)

핵심 60
목표 6,722 5,342 5,400 5,400 5,400

예방약품 공급량 내부자료
실적 6,722 5,342

가축급여용 생균제 지원
농가(호)

일반 40
목표 77 77 80 80 80 생균제 지원 농

가
내부자료

실적 95 11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 축수산사업계획 의거

○ 가축급여용 생균제 지원 농가

- 축수산사업계획 의거



정책사업목표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사전대비 체계 확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명)

일반 20
목표 12 6 6 6 9

안전요원 배치 내부자료
실적 16 9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
영(명)(명)

핵심 60
목표 8,000 10,000 12,000 13,000 13,000

목표인원 내부자료
실적 11,809 0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개소)

일반 20
목표 66 66 72 72 72

목표개소 내부자료
실적 72 8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명)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 2019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홍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KX)실시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명)

핵심 60
목표 220 230 240 250 250

참여인원 내부자료
실적 220 250

자연재해 홍보물 제작배
부(원)

일반 20
목표 220 230 240 250 260 자연재해 홍보물

제작배
내부자료

실적 220 230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 일반 20
목표 30 30 30 30 30

검토협의 건수 내부자료
실적 30 2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자연재해 홍보물 제작배부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2019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상협의 추진

적극적인 인허가처리로 민원 만족도 극대화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도로점용허가(건수) 핵심 60
목표 180 190 190 190 190

도로점용허가 내부자료
실적 190 230

전문건설업 등록관리(건
수)

일반 40
목표 120 142 150 150 150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내부자료

실적 142 1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도로점용허가

- 2019 주요업무계획

○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 2019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친환경 하천정비 및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핵심 60
목표 60 70 80 100 0

총공정율 내부자료
실적 60 70

소하천정비 집행률(%) 일반 40
목표 40.8 41.3 41.7 42.1 42.6 총정비율

내부자료
실적 40.8 41.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019주요업무계획

○ 소하천정비 집행률

- 2019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군도 확포장 집행률(%) 핵심 60
목표 78.4 78.8 79 79 79.2 (집행액 / 예산액

) × 100
내부자료

실적 78.4 78.8

농어촌도로 확포장 집행
률(%)

일반 40
목표 78.4 78.8 79 79.2 79.2 (집행액 / 예산액

) × 100
내부자료

실적 78.4 78.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군도 확포장 집행률

- 2019 주요업무계획

○ 농어촌도로 확포장 집행률

- 2019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전경 제공을 통한 군민편익 증진

읍면소재지 생활민원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읍면소재지 생활민원(%) 핵심 60
목표 96 96 96 96 96 집행액/예산액*10

0
내부자료

실적 96 96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

일반 40
목표 96 96 96 96 96 집행액/예산액*10

0
내부자료

실적 96 9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읍면소재지 생활민원

- 2019 주요업무계획

○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 2019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효율적 민방위 및 비상대비 추진

철저한 민방위 교육운영 및 시설 정비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민방위 교육 운영(회) 핵심 60
목표 20 20 20 20 20

교육횟수 내부자료
실적 22 20

민방위 시설 점검 및 정
비(회)

일반 40
목표 12 12 12 12 12 점검 및 정비 횟

수
내부자료

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민방위 교육 운영

- 2019년 주요 업무계획

○ 민방위 시설 점검 및 정비

-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그린시티 조성

토지이용 계획의 체계적 관리

토지이용의 적정규제 및 활성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
시설결정(건수)

핵심 40

목표 25 25 25 25 25

실적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
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
성계획

실적 25 25

개발행위허가(건수) 일반 30
목표 400 500 550 600 600

실적
개발행위허
가 대장실적 400 500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
가(건수)

일반 30
목표 65 70 70 70 70

실적
사용허가
건수실적 76 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결정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의함

○ 개발행위허가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전년도 사용허가 건수



정책사업목표 지역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주민숙원사업(건수) 핵심 40
목표 95 95 95 95 95

실적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
요청 건수실적 95 9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수)

일반 30
목표 30 30 37 40 40

실적
도시계획도
로 개설 건
수실적 30 30

도시공원 조성사업(개소
)

일반 30

목표 3 5 5 5 5

실적

단계별 5개
년 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토
지보상 등

실적 3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주민숙원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청 건수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최근 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수

○ 도시공원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제 48조 규정



정책사업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추진
지역공동체 주도 정주여건 개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대형, 노후 건축물 점검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확대

신속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포럼추진

지역공동체 주도 공모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
가 업무 추진(건수)

핵심 40
목표 4,200 4,500 4,700 4,900 2,000

실적
건축 인허
가 민원처
리 건수실적 4,300 4,500

빈집정비사업 추진(건수
)

일반 30
목표 20 20 20 20 20

실적
빈집정비사
업 실적 건
수실적 20 20

대형.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건수)

일반 30

목표 2 2 4 4 4

실적

대형, 노후
건축물 안
전점검 실
시건수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축관련 민원업무 처리

○ 빈집정비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 건수

○ 대형.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 점검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정책사업목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반시설 조성

자동차연비센터, 태양광기술지원센터 등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관련기관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기능 강화

진천군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
량(민간)(가구수)

핵심 35
목표 37 145 170 200 250 신재생에너지 보

급사업 추진실적
확인

시행공문
자료 수집실적 18 124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
터 구축기반 조성 진행
률(%)

일반 30
목표 20 40 60 80 100 태양광모듈 연구

지원센터 구축
진행률 확인

시행공문
자료 수집실적 20 40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
량(공공)(kW)

핵심 3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재생에너지 보

급사업 추진실적
확인

시행공문
자료 수집실적 110 16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량(민간)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 진행률

-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량(공공)

- 2019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서민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비
용 절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도심형 가로등 LED 개선(교체)으로 지역에너지 절약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복지 실현

가스 타이머콕 보급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농촌마을 LPG저장탱크 보급으로 농촌마을의 연료비 절감 및 편의성 도모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안정적인 청정연료 공급 및 주민 연료비 절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가스시설 개선 가구(개
소)

일반 10
목표 81 257 880 880 880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81 257

가로등 개선(교체)(개소
)

일반 30
목표 1,941 2,961 1,864 0 0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1,941 2,961

취약계층 지원사업 건수
(건수)

일반 10
목표 2 2 2 2 2

사업건수
보조금 교
부내역실적 2 2

가스타이머콕 보급 가구
(가구수)

일반 10
목표 197 190 664 664 664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207 190

도시가스 지원 지역(개
소)

일반 30
목표 2 2 2 2 2

공급구간수 준공내역
실적 2 3

LPG저장탱크 보급 마을(
개소)

일반 10
목표 0 0 1 1 1

지원마을수
보조금 교
부내역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가스시설 개선 가구

- 사업계획

○ 가로등 개선(교체)

- 사업계획

○ 취약계층 지원사업 건수

- 사업계획

○ 가스타이머콕 보급 가구

- 사업계획

○ 도시가스 지원 지역

- 사업계획



○ LPG저장탱크 보급 마을

- 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가로(보안)등 설치로 생활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태양광도시 이미지 제고

농촌가로(보안)등 설치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읍면 수요에 따른 설치
내역(개)

일반 80
목표 65 65 100 100 100 읍면 배정 가로

등 수
예산서

실적 96 122

태양광 가로등 설치수(
개소)

일반 20
목표 0 0 10 10 5

가로등설치수 준공내역
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읍면 수요에 따른 설치내역

- 읍면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확보 내역

○ 태양광 가로등 설치수

- 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가족을 위한 건강, 군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

건강한 군민을 위한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환경조성 강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방역소독(횟수) 일반 20
목표 160 165 170 0 0 연간방역소독 횟

수
온나라결과
보고실적 160 165

예방접종자(접종자) 핵심 60
목표 22,000 24,000 24,000 24,000 24,000 질병통합관리시

스템
질병통합관
리시스템실적 24,321 24,500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등
록관리자)

일반 20
목표 5,600 5,600 5,600 5,700 5,700 지역보건의료정

보시스템

지역보건의
료정보시스
템실적 5,600 5,6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방역소독

- 감염병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사업목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서비스 강화

만성감병병 환자발견 및 등록, 관리

건강증진 참여 분위기 확산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
활동률(%)

핵심 100
목표 90 90 90 90 90 참석자수/운영협

의회 회원*100
온나라결과
보고 자료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활동률

- 진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정책사업목표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농촌 활력증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농산물 육성

농촌지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농촌의 다원적 가치창출로 6차산업화 촉진

생거진천쌀 경쟁력 강화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새소득화 작목 발굴 및 실증시험포 운영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

친환경인증 지원으로 건강미래도시 실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톤)

일반 20

목표 70 75.5 76 76 76

미생물공급률

군자체평가
자료 및 공
급대장/내
부자료

실적 75.5 90

차세대 전문농업인육성
신기술 교육(교육인원수
)

핵심 60
목표 3,500 4,600 4,600 4,600 4,600

교육참여인원
농촌지도사
업보고서/
내부자료실적 4,593 5,520

농기계 임대(대) 일반 20
목표 3,000 3,800 3,800 3,800 3,800

대여수
농기계임대
프로그램/
내부자료실적 3,796 4,56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 미생물 공급량

○ 차세대 전문농업인육성 신기술 교육

- 교육참여인원수

○ 농기계 임대

- 농기계임대 대여수



정책사업목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와 마을상수도 시설물의 체계
적인 개선 및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실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율(개량 및 보수율
)

핵심 70
목표 100개소 63개소 53개소 53개소 53개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율

개량 및 보
수관련 서
류실적 100개소 63개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율(
검사율)

일반 30
목표 100개소 63개소 53개소 53개소 53개소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율
수질검사관
련서류실적 100개소 63개소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율

-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비율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율

-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건수 비율



정책사업목표
철저한 지하수관리 및 오수분뇨관리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관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 개소수(개
소수)(개소수)

일반 40

목표 1 1 1 1 1 지하수보조관측
망 설치및 유지
보수 개소수(개
소수)

준공관련서
류실적 1 1

분뇨처리시설 개설 및
유지보수 건수(건)

일반 60
목표 8 6 6 6 6 분뇨처리시설 개

설 및 유지보수
건수

준공관련서
류실적 8 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 개소수(개소수)

-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 건

○ 분뇨처리시설 개설 및 유지보수 건수

-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분뇨처리시설 개설 및 유지보수 건수



정책사업목표 품격있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선순환식 평생교육 운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학교급식 확대 지원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평생교육 프로그램 '날
자' 운영(개)

일반 40
목표 57 50 50 53 53 '날자' 프로그램

운영 개수
내부문서

실적 57 50

특화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백만원)

핵심 60

목표 550 550 600 630 630 관내 학교 및 교
육지원청 교육경
비보조금 지원금
액

내부문서
실적 550 5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평생교육 프로그램 '날자'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날자'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 특화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액



정책사업목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선도하는 지혜의 산실 도서관 운영

소통과 공감의 도서관 감동서비스 제공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 진흥

책읽는 진천, 군민독서문화 시책 추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도서관별 특색있는 프로
그램 운영(개)

핵심 60
목표 62 68 89 89 89 프로그램 운영

개수
내부문서

실적 62 68

군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명)

일반 40
목표 250,000 250,000 250,606 250,700 250,800 도서관 이용자수

내부문서
실적 250,000 250,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도서관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 군립도서관 3개소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군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

- 쾌적하고 편안한 학습공간 개방 운영 현황



정책사업목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감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
성화(명)

핵심 60
목표 58,000 60,000 81,000 83,000 85,00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인원(연인
원)

청소년수련
시설 근무
일지실적 58,855 73,5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
례관리 수(명)

일반 40
목표 400 400 400 400 400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사례관리
인원

내부문서
실적 435 4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이용 인원 현황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수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현황



정책사업목표 찾아오고 싶은 문화공간 조성

진천종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시설관리(군민회관, 포석조명희문학관, 주철장전수교육관)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종박물관 전시, 교육프
로그램 운영(회)

핵심 40
목표 11 11 11 11 11 종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료실적 11 11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
영(회)

일반 30

목표 4 4 4 4 4 주철장 전수교육
관 기획전시 및
포석 조명희문학
관 프로그램 운
영 실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료온나라
문서 및 e
호조 자료

실적 4 4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
시 운영 및 프로그램운
영(회)

일반 30

목표 14 12 9 9 9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시 운영실
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료실적 14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종박물관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문예.체육.일반 대관행
사 지원(회)

핵심 60

목표 250 250 250 250 250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실
적

세외수입정
보시스템
및 사용허
가 대장

실적 255 250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회)

일반 40
목표 월5회 월5회 월5회 월5회 월5회 체육시설 안전점

검 및 유지보수
실적

시설별 점
검표 및 온
나라 문서실적 월5회 월5회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국민체육센터 연간 등록
회원(명)

핵심 100

목표 15,000명 130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국민체육센터 연
간 등록회원수

세외수입정
보시스템
및 국민체
육센터 운
영관리 자
료

실적
15,075
명

14,000
명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국민체육센터 연간 등록회원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진천케이푸드밸리 조성사업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문백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천송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산업단지 조성(%) 핵심 100
목표 10 20 30 50 70

추진율(공정율) 내부자료
실적 10 2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산업단지 조성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기업 투자 대상 홍보 실시,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건수(건)

핵심 100
목표 1 1 1 1 1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건수
내부문서

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건수

-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진천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지역맞춤형 도시개발 추진

도시개발사업(교성지구, 성석지구, 스마트테크시티, 광혜원, 금곡지구 등)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

핵심 100
목표 0 5 10 20 50

공정율
2019 주요
업무계획실적 0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

- 사업추진계획에 의함



정책사업목표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회상 정립

의회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원활한 회기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의정활동 추진을 통한 군정의 동반자 및 견제자 역할 충실히 수행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활동지원 의회운영활동 홍보

지방의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전문성있는 의정활동 홍보 추진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상 구현

(1) 주요내용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7 '18 '19 '20 '21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의회 회기 일수(일) 일반 30
목표 88 92 90 90 90

내부자료 내부공문
실적 90 92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건수(회)

일반 40
목표 130 150 150 150 150

내부자료
보도자료,
소식지, 신
문광고 등실적 145 150

의안상정 및 검토건수(
건)

일반 30
목표 190 256 260 260 260

내부자료
상정건수
및 의원간
담회 건수실적 255 25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의회 회기 일수

-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건수

- 연중 의회 보도자료, 소식지, 신문광고 등 게재 건수

○ 의안상정 및 검토건수

- 본회의 및 임시회 상정건수 및 의원간담회 검토 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