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사업목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준비를 위한 군정역량 강화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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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추진(회) 핵심 60

목표 5 5 5 5 5 목표관리제 관련 
보고회 개최횟수 내부문서

실적 4 5

군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회) 일반 40

목표 5 5 5 5 5 목표관리제 관련 
행사 개최횟수 내부문서

실적 5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추진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목표치 설정

○군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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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목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1) 주요내용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 마련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회) 핵심 60

목표 7 7 7 7 7 위원회 각종 회의 
개최횟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실적 7 7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회) 일반 40

목표 2 2 2 2 2
워크숍 개최횟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정기회,분과위원회,임시회)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정책사업목표 투자재원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1) 주요내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정부예산확보
정부공모사업 활성화
세종사무소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
금 확보(억원) 핵심 60

목표 2,255 2,500 3,000 3,000 3,000 최종예산 기준 재
원확보액 예산서

실적 2,764 3,2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회) 일반 40

목표 5 5 5 5 5
위원회 개최 횟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실적 5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주요업무추진계획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요업무추진계획



정책사업목표 공직비리 없는 투명한 감사추진

(1) 주요내용

전국 최고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민원부조리 및 부패 방지로 대주민 신뢰행정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
찰활동(%)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횟수/계획횟
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90

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지
교육)(%)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횟수/계획횟
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내부계획에 의거

○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지교육)

-내부계획에 의거



정책사업목표 정확하고 신뢰받는 선진 법무행정 구현

(1) 주요내용

법무행정의 능동적·효율적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조례규칙심의회 가결비율
제고(%) 핵심 60

목표 90 90 90 90 90
가결/상정*100 조례규칙가

결 결과실적 96 96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제고
(%) 일반 40

목표 70 75 80 80 80
승소/소송*100 승소율

실적 95 8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조례규칙심의회 가결비율제고

- 90% 가결비율 상정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제고

- 75% 승소율 상정



정책사업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1) 주요내용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자치법규 규제심사(%) 핵심 60
목표 85 90 95 100 105

(실적/목표)*100 온나라
실적 85 90

규제개혁 직무교육(%) 일반 40
목표 - 100 100 100 100

(실적/목표)*100 온나라
실적 -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자치법규 규제심사

-주요업무계획

○규제개혁 직무교육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미래발전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1) 주요내용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
주요 전략사업 추진
국책사업 지원 및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미래전략사업 발굴(건) 핵심 60
목표 1 1 2 2 2

미래전략사업 발굴 내부자료
실적 2 3

민자 및 기관유치활동 전
개(회) 일반 40

목표 1 1 1 1 1 민자 및 기관유치 
활동 전개 내부자료

실적 1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미래전략사업 발굴

-주요업무계획

○민자 및 기관유치활동 전개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1) 주요내용

진천케이푸드밸리 조성사업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
(%) 핵심 50

목표 75 85 100 - -
추진율(공정율) 내부자료

실적 72 78

에스폼산업단지 조성(%) 핵심 50
목표 10 80 100

추진율(공정율) 내부자료
실적 10 6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

-주요업무계획

○에스폼산업단지 조성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선도하는 창조경제도시 실현

(1) 주요내용

친환경 우량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성장 기반구축 및 안정적 노사문화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개
소) 핵심 60

목표 110 110 110 110 110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개소)

공장유치실
적/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실적 110 110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개소) 일반 40

목표 95 100 105 105 105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개소)

은행별 지원
대상 추출/
충청북도 일
자리 기업과실적 9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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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산·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농공·협동화단지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
(백만원) 핵심 100

목표 120 100 100 100 100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임

광혜원제2농
공단지 및 
이월전기전
자농공단지 
분양대금실적 12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

-연도별 분양대금 회수계획



정책사업목표 선도하는 창조경제도시 실현

(1) 주요내용

지역경제 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백만원) 핵심 100

목표 400 400 400 400 400
산업.농공단지 기
반시설 보수

산업.농공단
지 기반시설 
보수 집행액실적 400 4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총 예산



정책사업목표 국책사업의 효과적 관리로 지역발전 견인

(1) 주요내용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확충을 통해 도시성장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정주여건기반시설 확충
(개소) 핵심 70

목표 - 1 2 2 2 정주여건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
충 현황실적 - 1

이전 공공기관 행정기관 
간 실무회의 추진(회) 일반 30

목표 - 2 2 2 2 이전 공공기관 행
정기관 간 실무회
의 운영 및 참석 
실적

실무 협의 
회의 참석 
현황실적 -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주여건기반시설 확충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전 공공기관 행정기관 간 실무회의 추진

-이전 공공기관 행정기관 간 실무회의를 추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정책사업목표 효율적 조직운영과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1) 주요내용

행정업무지원
인사,조직관리운영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무역량 강화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육아휴직 인력대체(%) 핵심 7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 내부자료
실적 100 100

부서 조직진단 실시(%)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 온나라 문서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육아휴직 인력대체

-육아휴직 인력에 대한 전원 대체

○부서 조직진단 실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책사업목표 인구10만 진천시 건설 추진

(1) 주요내용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명) 핵심 60

목표 - 1,200 1,210 1,220 1,230
지원 인원 내부 자료

실적 - 1,200

진천군 전입자 지원(회) 일반 40
목표 12 12 12 12 12

지원 횟수 내부 자료
실적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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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 추진

(1) 주요내용

결혼장려 및 보육여건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교육
(회) 핵심 60

목표 6 6 6 6 6
교육횟수 내부자료

실적 6 6

출산 장려 및 전입 유도 
주민 홍보(회) 일반 40

목표 2 2 2 2 2
홍보횟수 내부자료

실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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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정확,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

(1) 주요내용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수요자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제공(회) 일반 100

목표 12 12 12 12 12
실시횟수 내부계획

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수요자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제공

-매해 계획된 통계조사 횟수



정책사업목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1)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진흥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자원봉사활동률(등록자원
봉사자대비)(%) 핵심 100

목표 36 36 36 36 36 (자원봉사활동자수 
/ 등록자원봉사자
수)*100

내부자료 및 
자원봉사 
1365실적 36 3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자원봉사활동률(등록자원봉사자대비)

-등록자원봉사대비 자원봉사활동자 수 비율



정책사업목표 다함께 발전하는 자치행정, 혁신행정 구현

(1) 주요내용

창의행정추진
자치행정구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주민자치발표회 횟수(회) 핵심 100
목표 7 7 7 7 7 주민자치발표회건

수 내부자료
실적 7 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주민자치발표회 횟수

- 7개읍면당 1회



정책사업목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나눔복지실현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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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희망드림사업 추진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가구)

핵심 40
목표 87 90 93 96 96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 건수
내부자료/행
복e음시스템실적 87 90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급여지원(가구) 일반 30

목표 1,950 1,950 1,960 1,970 1,980 급여 지급대상 건
수 내부자료

실적 1,960 1,960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가
구) 일반 30

목표 1,725 1,604 1,508 1,500 1,500 급여 지급대상 건
수 내부자료

실적 1,725 1,6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희망드림사업 추진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정책사업목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호국 보훈 정신의 계승 발전 도모

(1)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각종 보훈수당 지원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충일 및 6.25전쟁 진천군민대회 등 호국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보수 및 관리
보재 이상설선생 숭모사업 추진(이상설선생 추모제, 기념관 건립,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참전(유족)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명) 핵심 70

목표 720 700 680 660 640
수당 지급인원 내부자료

실적 740 741

보훈단체 행사지원(회) 일반 30
목표 8 8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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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선진 장사문화 장착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정책 혁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맟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명) 핵심 30

목표 1,286 1,797 1,814 1,833 1,851 사회공헌형(9988행
복지키미) 시장진
입형 노인일자리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1,348 1,904

저소득노인지원(명) 일반 20
목표 9,617 10,069 10,284 10,386 10,490 기초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무료급식 
등 서비스 이용인
원

결과보고서
실적 10,022 10,290

맟춤형노인복지 기반확충 
및 활성화(개소) 일반 20

목표 315 326 328 331 333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9988행복나누미 
활동 경로당 수

결과보고서
실적 385 347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지
원(건) 핵심 30

목표 - - 1,300 1,350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맟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저소득노인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맟춤형노인복지 기반확충 및 활성화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내부자료



정책사업목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

(1) 주요내용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장애인식개선 및 권리보호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개소) 일반 40

목표 16 16 17 17 17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조성 실
적

내부자료
실적 16 16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명) 핵심 60

목표 1,150 1,150 1,300 1,300 1,300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
정 지원 대상자 수

내부자료
실적 1,270 1,33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설정



정책사업목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1) 주요내용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진천군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 강화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보미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여성회관 교양기술프로그
램 참여(명) 핵심 50

목표 640 650 670 700 730 여성회관 교육기술
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실적 805 674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백
만원) 일반 25

목표 66 52 59 60 62 여성사회활동 지원
금 이호조

실적 66 52

다문화가족지원(백만원) 일반 25
목표 388 500 524 526 528

다문화가족 지원금 이호조
실적 390 52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여성회관 교양기술프로그램 참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다문화가족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정책사업목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 주요내용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영유아보육료지원(명) 핵심 100
목표 2,700 2,800 2,900 2,900 2,900 보육료지원대상자 

수
보육통합시
스템실적 2,752 2,80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영유아보육료지원

-전년도 대비 목표 설정



정책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드림스타트 운영의 내실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
영(건) 일반 40

목표 60 60 60 62 62 드림스타트 프로그
램 운영실적 내부자료

실적 67 60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
립지원(명) 핵심 60

목표 828 5,144 5,258 5,363 5,470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수 내부자료

실적 828 5,94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2019년도 보호아동 생활안전 및 자립지원 수/ 아동수당 지급 인원수 : 5030명



정책사업목표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보는 온종일 돌봄 구현

(1) 주요내용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 추진
만12세 이하 아동의 돌봄 취약시간대 일시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지역 내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돌봄협의체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온종일돌봄 추진(건) 일반 100
목표 - 1 2 2 2 온종일돌봄 협의체 

운영건수 내부자료
실적 -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온종일돌봄 추진

-온종일돌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실적



정책사업목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

(1) 주요내용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감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
성화(명) 핵심 60

목표 70,000 90,000 70,000 90,000 90,000 청소년수련시설 이
용 인원(연인원)

청소년수련
시설 근무일
지실적 73,500 90,0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
례관리 수(명) 일반 40

목표 400 400 400 400 400 청소년 상담복지센
터 사례관리 인원 내부문서

실적 450 4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이용 인원 현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현황



정책사업목표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1)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수련생 유치 확대(명) 핵심 100
목표 32,000 32,000 34,000 34,000 34,000 청소년수련원 이용 

인원(연인원)
청소년수련
원 운영일지실적 35,162 32,72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수련생 유치 확대

-청소년수련원 수련생 이용 인원 현황



정책사업목표 감동주고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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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달
성(%) 핵심 50

목표 60.2 60.5 60.5 60.7 60.7 스피드지수 산정식
에 의한 검증

새올행정시
스템실적 60.5 63.25

빠르고 정확한 여권서비
스 제공(건) 핵심 50

목표 7,000 7,010 7,020 7,030 7,040
발급증가율 여권발급시

스템실적 7,489 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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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도로명주소사업, 지적정보관리 및 토지관리 업무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
리(점) 핵심 25

목표 4,350 4,350 4,350 4,350 4,350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

부동산종합
공부(KRAS)실적 4,634 4,634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
정(필) 일반 10

목표 163,363 135,000 136,000 137,000 138,000
대상필지수 지가결정필

지수실적 163,363 164,511

개발부담금 부과(건) 일반 15
목표 20 50 50 50 50

부과건수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실적 20 53

지적재조사 추진실적(필) 일반 25
목표 325 340 410 450 500 추진 완료 필지수 

산정
추진완료건
수/내부실적 325 341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유지관리(건) 일반 15

목표 2,300 2,700 3,100 3,150 3,200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내부실적 2,791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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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건수 자료제공건
수/내부실적 100,000 1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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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높은 문화복지로 군민행복 실현

(1) 주요내용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추진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지원
저소득층 문화이용기회 제공(통합문화이용권)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축제 참여자수(명) 핵심 50
목표 140,000 200,000 205,000 210,000 215,000 보도자료 및 축제

평가용역 결과 보도자료 등
실적 245,000 61,000

문화예술공연 개최횟수
(회) 일반 50

목표 15 15 15 15 15 결과보고서(내부결
재문서)

내부검토문
서실적 17 1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축제 참여자수

-보도자료, 축제평가용역 결과보고서 등

○문화예술공연 개최횟수

-결과보고서(내부결재문서)



정책사업목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로 열린행정 실현

(1) 주요내용

언론매체별 맞춤형 광고 실시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실시(sns 서포터즈 운영 등)
생거진천 소식지를 통한 군정소식 홍보
군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풀컬러 전광판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기획보도 생산 건수(건) 핵심 60
목표 - - 24 24 24 주요업무계획,보도

자료 게재수
보도자료 게
재수실적 - -

정례브리핑 시행 횟수
(회) 일반 30

목표 - - 20 20 20 주요업무계획, 내
부 브리핑 자료

내부 브리핑 
자료실적 - -

SNS 서포터즈 워크숍(팸
투어) 개최(회) 일반 10

목표 2 2 2 2 2 주요업무계획, 결
과보고 공문

결과보고 공
문실적 3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기획보도 생산 건수

-주요업무계획, 보도 자료 게재건수

○정례브리핑 시행 횟수

-주요업무계획, 내부브리핑자료

○ SNS 서포터즈 워크숍(팸투어) 개최

-주요업무계획, 결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행복실현

(1) 주요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 기,국,도비 공모 사업 신청
- 군비 사업,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 군비 사업, 동네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진천군체육회 보조사업
- 체육회 사무국 운영
- 전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참가)
-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 체육진흥 지원
-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육성, 진천선수촌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진천군 실업팀(육상,태권도) 운영
- 선수 숙소(차량) 운영 및 지원
- 선수 급여, 훈련비, 전국대회 출전비, 경기용품비 지급
-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참가 신청 및 운영 사항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체육시설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건) 핵심 60

목표 8 8 8 8 8

- 기,국,도비 사업 
공모
- 군비 사업(공공, 
동네체육시설 확
충)
체육시설 유지 관
리
- 체육시설 보수 
사항
- 체육시설 점검 
사항

주요업무계
획, 예산 내
역, 공모 건
수, 유지 보
수 진행 건
수실적 8 8

체육 분야 각종 대회 참
가 및 개최 건수(건) 일반 40

목표 25 25 25 25 25
- 대회 유치 및 참
가 예산 증액 사항
- 대회 유치 보조
금 지급 및 정산
- 대회 참가 보조
금 지급 및 정산

주요업무계
획, 예산 내
역, 보조금 
지급 및 정
산 건수실적 25 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체육시설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공모 건수, 유지 보수 진행 건수

○체육 분야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건수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건수



정책사업목표 문화재 보수 및 전승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

(1) 주요내용

문화재시설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존지원
제례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문화재보존사업 건수(건) 핵심 100

목표 20 20 20 20 20
보수 사업 집행 건
수

사업집행 공
문,국도비 
내시자료, 
예산서 편성 
내역

실적 22 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문화재보존사업 건수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1) 주요내용

관광자원 홍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관광자원 개발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관광기반 확충관련 사업 
건수(건) 핵심 60

목표 15 15 15 15 15
사업 집행 건수 사업 집행 

공문실적 18 18

관광분야 홍보물 등 사업
집행 건수(건) 일반 40

목표 5 5 5 5 5 홍보물 제작집행 
건수, 박람회 참가 
건수

지출 품의 
공문, 박람
회 참가 공
문실적 5 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관광기반 확충관련 사업 건수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관광분야 홍보물 등 사업집행 건수

-주요업무계획, 예산금액 등



정책사업목표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경쟁력 강화

(1) 주요내용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사업진행률(%) 일반 100
목표 10 30 80 100 100

실적/목표*100 주요업무계
획실적 10 3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사업진행률

-주요업무계획, 내부자료



정책사업목표 자주재원확충 및 성실납세우대 풍토 조성

(1) 주요내용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금 증대
체계적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액 정리강화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지방세수 확보(억원) 핵심 60
목표 898 925 1,033 1,063 1,094 지방세 및 세외수

입 세입액 계산 전산자료
실적 1,160 1,200

지방소득세 목표율 달성
(백만원) 일반 20

목표 32,800 34,864 35,589 37,071 38,183 지방소득세 세입액 
계산 전산자료

실적 35,960 39,062

현년도 지방세 체납율(%) 일반 20
목표 3 3 3 3 3 현년도 부과액 대

비 체납액 계산 전산자료
실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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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정확한 세입, 세출결산
투명한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 서류 대금 청구시 군세 체납여부 확인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효율적 물품관리
물품 취득, 처분의 계획적 집행
효율적인 자금운용
안정적인 자금배정
전자입찰 실시
계약정보 공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확대 시행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식) 핵심 35

목표 1 1 1 1 1 결산서, 재무보고
서

결산서 및 
재무회계 보
고서실적 1 1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
시(%) 일반 35

목표 90 90 90 90 90 2천만원 이상 공
사,용역,물품 입찰

계약관리시
스템실적 100 96.308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일반 30
목표 2 2 2 2 2 (절감액/심사요청

액)*100
계약심사자
료실적 3.6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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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청사 시설물 수시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 핵심 35

목표 95 95 95 95 95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율 대비 징수
율

세외수입시
스템실적 100 98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회) 일반 35

목표 2 2 2 2 2 도유재산 및 군유
재산 실태조사 횟
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2 2

청사시설물 수시 및 정기
적인 안전점검(건) 일반 30

목표 2 6 6 6 6 청사시설물 정기적
인 안전점검

온나라시스
템실적 6 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청사시설물 수시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스마트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정보화역량 강화

(1) 주요내용

홈페이지서비스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최신 전산장비(컴퓨터,프린터)보급 확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투명하고 건전한 정품소프트웨어 활용 환경 조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운영자 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홈페이지서비스 고도화
(식) 핵심 35

목표 1 1 1 1 1 웹서비스 고도화 
건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1 1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식) 일반 35

목표 2 2 1 1 1 행정정보시스템 기
능개선 건수

온나라시스
템실적 2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
민 정보화교육(명) 일반 30

목표 12,000 11,800 11,800 11,800 11,800
교육인원 온나라시스

템실적 14,476 1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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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디도스(DDoS) 대응시스템 교체
침입방지시스템(IPS) 교체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 교체
모바일행정전화(FMX) 구축
정보통신 통합장애관제시스템 도입
인터넷전화(IPT)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IPT)구입
신속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스마트시티에 대비한 착공전 통신설계검토
친절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관리 철저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일반 50

목표 110 110 110 110 110
조기민원처리율 정보통신민

원시스템실적 120 112

네트워크 보안관리(%) 일반 5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이버 침해사고 

처리율
온나라시스
템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전년도 조기민원 처리율 파악 설정

○네트워크 보안관리

-침해사고 처리 100% 달성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관리

(1) 주요내용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차로 인한 진천군 각종 행사 및 교육 지원
진천군 고용차량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각종 재난,재해비상근무 신속대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배차운영관리(회) 핵심 100
목표 1,800 1,600 1,600 1,600 1,600

배차건수
새올행정 차
량관리시스
템실적 1,900 1,83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배차운영관리

-전년도 실적치 감안 설정



정책사업목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1) 주요내용

정기 및 중앙시장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소) 핵심 60

목표 - 1 1 - -
아케이드 보강 내시자료

실적 - 1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회) 일반 40

목표 14 11 11 11 8 계절별 이벤트 행
사 개최 내시자료

실적 14 1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사업계획서



정책사업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지원

(1) 주요내용

물가안정관리
진천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진천사랑상품권 판매(백
만원) 핵심 100

목표 1,950 1,500 1,550 1,600 1,650
상품권 판매량 내부자료

실적 1,458 1,5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진천사랑상품권 판매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

(1) 주요내용

직업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인프라 정책의 시스템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명) 핵심 100

목표 65 65 65 65 65
일자리창출 명수 내부공문

실적 65 4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선제적 교통수요대응 및 선진 운송질서 확립

(1) 주요내용

시내(농어촌) 버스 지원
진천군버스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행복택시 및 택시운송지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설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백만원) 핵심 40

목표 1,553 1,894 1,894 1,894 1,894
연구용역 연구용역자

료,업체자료실적 1,553 1,894

벽지노선 손실보상(백만
원) 일반 30

목표 983 983 983 983 983
연구용역 연구용역자

료,업체자료실적 983 983

시골마을 행복택시(개소) 일반 30
목표 40 40 40 40 40

지원대상마을 지원내역
실적 40 4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노선별 운송수입금 및 운송현황 분석자료

○벽지노선 손실보상

-노선별 운송수입금 및 운송현황 분석자료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대상마을조건



정책사업목표 농민이 자부심 느끼는 농촌사회 조성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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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밭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회) 일반 40

목표 18 19 35 36 37
개최횟수 내부자료

실적 40 35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명) 일반 20

목표 18,400 18,600 22,100 22,110 22,120
방문객수 내부자료

실적 31,000 22,137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가(명) 일반 40

목표 - - 1,900 1,950 2,000
지원농가수 내부자료

실적 319 1,41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전년대비 상향설정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전년대비 상향설정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농가

-지원농가 실적



정책사업목표 농업생산기반시설 효율적 관리

(1)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분할측량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농업생산기반시설 효율적 
관리(건) 일반 100

목표 - - 200 205 210
사용허가건수 사용허가대

장실적 -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업생산기반시설 효율적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실적



정책사업목표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화 및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

(1) 주요내용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임도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한 가치 증진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의 건강성 유지
생활권 인접 수목 보호 및 관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재해 예방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자연휴양림 운영 및 숲해설 운영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조림사업(ha) 핵심 40
목표 147 161 170 170 170 경제림, 큰나무 조

림 실적

조림사업 추
진실적(분기
별)실적 148.1 169

임도사업(km) 일반 30
목표 16 16 16 16 16 임도 신설, 구조개

량, 보수 실적

임도사업 추
진실적(분기
별)실적 16 25.1

자연휴양림 이용객(명) 일반 30
목표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

자연휴양림 
운영실적(분
기별)실적 20,000 25,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조림사업

- 2019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의거

○임도사업

- 2019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의거

○자연휴양림 이용객

-성수기 , 비수기 및 객실 현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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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혁시도시 공원녹지 33개소, 혁신도시 외 공원 11개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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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개소) 핵심 60

목표 11 11 11 11 11 공원녹지 11개소
(혁신도시 외) 내부자료

실적 11 11

혁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
설물 유지(개소) 일반 40

목표 33 33 33 33 33 혁신도시 공원녹지 
33개소 내부자료

실적 33 3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관리 계획 의거(혁신도시 외 지역의 공원 11개소)

○혁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

-혁신도시 공원관리 계획 의거(혁신도시 공원 및 녹지 33개소)



정책사업목표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산림 관광과 체험의 
기회 제공

(1) 주요내용

관광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생태공원 정비
청정 계곡수를 활용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숲체험프로그램, 곤충교실 등을 방문객들에게 숲체험 기회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자연생태공원 이용률 제
고(명) 핵심 100

목표 30,000 35,000 37,000 39,000 41,000
자연생태공원 이용
객 수

내부자료(만
뢰산 자연생
태공원 근무
일지)실적 30,000 35,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자연생태공원 이용률 제고

- 2018년과 2019년의 자연생태공원 관람객 현황(내부자료)을 토대로 목표치 설정



정책사업목표
참숯 생산량 전국 1위인 백곡면에 위치한 참숯 테마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진천 참숯에 대해 알리고 참숯 교육의 기회 제공

(1) 주요내용

참숯 테마공원 및 전시관 방문객들을 위해 공원 제초작업 및 전시관 등 건물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참숯테마공원 이용률 제
고(명) 핵심 100

목표 4,000 5,000 5,500 6,000 6,500
참숯테마공원 이용
객 수

내부자료(참
숯테마공원 
근무일지)실적 4,450 5,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참숯테마공원 이용률 제고

- 2018년, 2019년 참숯테마공원 근무일지의 관림객 현황(내부자료)을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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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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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천두수) 핵심 60

목표 5,342 5,400 7,853 7,853 7,853
예방접종두수 내부자료

실적 5,342 6,555

가축급여용 생균제 지원 
농가(호) 일반 40

목표 77 80 80 80 80
생균제 지원 농가 내부자료

실적 114 8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축수산사업계획 의거

○가축급여용 생균제 지원 농가

-축수산사업계획 의거



정책사업목표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와 선진음식문화 구현

(1) 주요내용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
모범위생업소 지정관리
향토음식 육성 및 지정관리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수준개선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영양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합
동점검 참여인원수(명) 핵심 60

목표 240 240 240 240 240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합동점검 참
여인원수

위생업소 지
도점검표실적 250 300

향토음식경연대회 우수업
소 육성지원(개소) 일반 40

목표 20 20 4 4 4 향토음식경연대회 
우수업소 수

향토음식경
연대회실적 25 2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합동점검 참여인원수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향토음식경연대회 우수업소 육성지원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정책사업목표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환경보전

(1)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건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참
여인원(명) 핵심 50

목표 740 760 780 800 800
교육신청인원 교육신청인

원확인실적 800 7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핵심 50

목표 78.5 79 79 80 80
징수액/부과액*100

환경개선특
별회계 관리 
프로그램실적 78.5 8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참여인원

-군 자체 사업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군 자체 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1) 주요내용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매립계획량/실매립
량*100

매립시설관
리대장실적 100 100

소각시설 소각률 제고(%)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소각량/소각계획

량*100 소각일지
실적 100 8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군 자체사업계획

○소각시설 소각률 제고

-군 자체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1)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환경오염 주민신고체제 구축 및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개소) 핵심 60

목표 313 320 320 320 320
점검 개소수 지도점검표

실적 313 320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
술지원(개소) 일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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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슬레이트 철거 및 폐농약 처리 지원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회) 핵심 35

목표 230 230 230 230 230
지도점검 횟수 지도점검대

장실적 240 24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회) 핵심 35

목표 4 4 4 4 4 생활폐기물 수입운
반업체 점검 횟수 지도점검표

실적 4 4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동) 일반 30

목표 90 90 110 110 110
지원동수 정산보고서

실적 100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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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 관리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예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개소) 핵심 60

목표 2 3 4 4 4
지도 점검 개소수 결과보고서

실적 2 3

개발부하량 적정운용(kg/
일) 일반 40

목표 240이내 354이내 468.59
이내 미정 미정

BOD 개발부하량 결과보고서
실적 213 32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자체 지도점검 계획

○개발부하량 적정운용

- 3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정책사업목표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1) 주요내용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사전대비 체계 확립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사람중심 안전도시 조성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명) 일반 20

목표 6 9 9 9 9
안전요원 배치 내부자료

실적 9 9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명) 핵심 60

목표 10,000 12,000 13,000 13,000 13,000
목표인원 내부자료

실적 11,257 11,500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
검 및 정비(개소) 일반 20

목표 66 72 72 72 72
목표개소 내부자료

실적 81 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1) 주요내용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홍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KX)실시
재해위험지역의 종합정비 추진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의 종합적인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명) 핵심 60

목표 230 240 250 250 250
참여인원 내부자료

실적 250 250

자연재해 홍보물 제작배
부(원) 일반 20

목표 230 240 250 260 270
제작배부 건수 내부자료

실적 230 240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 일반 20
목표 30 30 30 30 30

검토협의 건수 내부자료
실적 23 3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자연재해 홍보물 제작배부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1) 주요내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상협의 추진
적극적인 인허가처리로 민원 만족도 극대화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도로점용허가(건) 핵심 60
목표 190 190 190 190 190

도로점용허가 내부자료
실적 230 190

전문건설업 등록관리(건) 일반 40
목표 142 150 150 150 150 전문건설업 등록관

리 내부자료
실적 150 15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로점용허가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친환경 하천정비 및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1) 주요내용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핵심 60
목표 70 80 100 - -

총공정율 내부자료
실적 70 80

소하천정비 집행률(%) 일반 40
목표 41.3 41.7 42.1 42.6 43

총정비율 내부자료
실적 41.3 45.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소하천정비 집행률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효율적 민방위 및 비상대비 추진

(1) 주요내용

철저한 민방위 교육운영 및 시설 정비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민방위 교육 운영(회) 핵심 60
목표 20 20 20 20 20

교육횟수 내부자료
실적 20 20

민방위 시설 점검 및 정
비(회) 일반 40

목표 12 12 12 12 12
점검 및 정비 횟수 내부자료

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민방위 교육 운영

- 2020년 주요업무계획

○민방위 시설 점검 및 정비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CCTV 기반 군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

(1) 주요내용

CCTV 설치 확대로 안전한 생거진천 구현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능형 영상관제로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주민안전 CCTV 설치(대) 핵심 40
목표 65 30 78 50 50 주민안전 CCTV 설

치
온나라시스
템실적 65 32

노후 CCTV 교체 설치(대) 일반 30
목표 14 25 25 20 20 노후 CCTV 교체 설

치
지방재정관
리시스템실적 14 25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
축(대) 일반 30

목표 - - 100 100 100 CCTV 선별관제 시
스템 구축

온나라시스
템실적 -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주민안전 CCTV 설치

- 2020년 주요업무계획

○노후 CCTV 교체 설치

- 2020년 주요업무계획

○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1) 주요내용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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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내부자료
실적 78.8 79

농어촌도로 확포장 집행
률(%) 일반 40

목표 78.8 79 79.2 79.2 79.2 (집행액 / 예산액) 
× 100 내부자료

실적 78.8 7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군도 확포장 집행률

- 2020 주요업무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 집행률

- 2020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전경 제공을 통한 군민편익 증진

(1) 주요내용

읍면소재지 생활민원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읍면소재지 생활민원(%) 핵심 60
목표 96 96 96 96 96

집행액/예산액*100 내부자료
실적 96 96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 일반 40

목표 96 96 96 96 96
집행액/예산액*100 내부자료

실적 96 9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읍면소재지 생활민원

- 2020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 2020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그린시티 조성

(1) 주요내용

토지이용 계획의 체계적 관리
토지이용의 적정규제 및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
시설결정(건) 핵심 60

목표 25 25 25 25 25

실적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
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와 조성계획실적 25 25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 일반 40

목표 70 70 70 70 70
실적 사용허가 건

수실적 70 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결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의함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전년도 사용허가 건수



정책사업목표 지역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1) 주요내용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주민숙원사업(건) 핵심 40
목표 95 95 95 95 95

실적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요
청 건수실적 95 9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 일반 30

목표 30 37 40 40 40
실적

도시계획도
로 개설 건
수실적 30 37

도시공원 조성사업(개소) 일반 30

목표 5 5 5 5 5

실적

단계별 5개
년 계획, 실
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등

실적 5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청 건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최근 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수

○도시공원 조성사업

-국토계획법 제 48조 규정



정책사업목표 진천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지역맞춤형 도시개발 추진

(1)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교성지구, 성석지구, 스마트테크시티, 광혜원, 금곡지구 등)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 핵심 50

목표 5 10 15 20 40
공정율 2020 주요업

무계획실적 5 10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설치(개소) 일반 50

목표 - - 1 - -
설치 실적

실적 -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

-사업추진계획에 의함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



정책사업목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1) 주요내용

농촌지역 개발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
황(%) 핵심 60

목표 80 80 80 80 80
추진율

실적 80 80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정
주여건개선(%) 일반 40

목표 84 90 100 100 100 (집행액/예산
액)*100실적 84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

- 2020년 주요업무계획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정주여건개선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1) 주요내용

도시경관 개선으로 디자인시티 실현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대형.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안전 불감증 해소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신속ㆍ정확한 주택관련 민원 업무 추진
신속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옥외광고물 정비(건) 일반 20
목표 26,000 28,000 28,000 28,000 28,000

실적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실적 27,339 28,000

개발행위허가(건) 일반 30
목표 600 500 500 500 500

실적 개발행위허
가대장실적 600 508

빈집정비사업 추진(건) 일반 20
목표 20 20 20 20 20

실적
빈집정비사
업 실적 건
수실적 20 20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건) 핵심 30

목표 4,500 4,700 4,900 4,900 4,900
실적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건
수실적 4,500 4,7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건수

○개발행위허가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

○빈집정비사업 추진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 건수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축관련 민원업무 처리



정책사업목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반시설 조성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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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
량(민간)(가구수) 핵심 30

목표 290 350 350 350 350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실적 확
인

시행공문 자
료 수집실적 267 420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 진행률(%) 일반 20

목표 40 53 70 100 - 태양광모듈 연구지
원센터 구축 진행
률 확인

시행공문 자
료 수집실적 40 53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
량(공공)(kW) 핵심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실적 확
인

시행공문 자
료 수집실적 166 112

신재생에너지 실증시스템 
구축(%) 일반 20

목표 5 20 40 80 100 실증시스템 구축 
진행률 확인

시행공문 자
료 수집실적 5 2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량(민간)

- 2020년 주요업무계획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 진행률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량(공공)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신재생에너지 실증시스템 구축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정책사업목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지역에너지 절약

(1) 주요내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도심형 가로등 LED 개선(교체) 및 복지시설·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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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가스시설 개선 가구(개
소) 일반 10

목표 257 880 400 - -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257 880

가로등 개선(교체)(개소) 일반 30
목표 2,961 1,333 1,400 1,000 -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3,497 1,333

취약계층 지원사업 건수
(건) 일반 10

목표 41 43 43 3 3
사업건수 보조금 교부

내역실적 41 43

가스타이머콕 보급 가구
(가구수) 일반 10

목표 190 664 1,000 1,000 1,000
수혜가구수 준공내역

실적 190 664

도시가스 지원 지역(개
소) 일반 30

목표 2 2 2 2 2
공급구간수 준공내역

실적 3 4

LPG저장탱크 보급 마을
(개소) 일반 10

목표 - 1 1 1 1
지원마을수 보조금 교부

내역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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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태양광도시 이미지 제고
농촌가로(보안)등 설치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읍면 수요에 따른 설치내
역(개) 일반 80

목표 65 200 145 100 100 읍면 배정 가로등 
수 예산서

실적 122 200

태양광 가로등 설치수(개
소) 일반 20

목표 - 10 10 - -
가로등설치수 준공내역

실적 - 1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읍면 수요에 따른 설치내역

-읍면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확보 내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수

-사업계획



정책사업목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만성감병병 환자발견 및 등록, 관리
건강증진 참여 분위기 확산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
활동률(%) 핵심 100

목표 90 90 90 90 90 참석자수/운영협의
회 회원*100

온나라결과
보고 자료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활동률

-진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정책사업목표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건강한 군민을 위한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진료서비스 강화
감염병발생 예방·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방역소독(회) 일반 20
목표 165 170 170 170 170

방역소독 횟수
온나라문서
(방역 결과
보고서)실적 165 170

희귀질환자 대상자 관리
(명) 일반 20

목표 44 45 45 45 45 연 희귀질환자의료
비 지원 대상자수

질병관리본
부통합시스
템실적 44 45

예방접종자(명) 일반 60
목표 22,000 23,000 23,000 23,000 23,000

접종자수
질병보건통
합관리시스
템실적 24,500 19,70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자 대상자 관리

-희귀질환법 제12조

○예방접종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사업목표 가족을 위한 건강, 군민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

(1) 주요내용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강증진사업 전개
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건강진천 환경 조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람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진천군 실현 
혁신도시 영유아 건강기반 지원 서비스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명) 일반 40
목표 700 700 700 700 700

등록자관리수 금연통합정
보시스템실적 749 710

당뇨질환자 합병증 예방
관리(명) 일반 30

목표 400 400 500 500 500 합병증(안저, 신장
기능)검사비 지원

내부자료/검
진의료기관실적 376 556

치매조기검진(명) 일반 30
목표 3,500 3,500 3,500 3,550 3,600

조기검진자수
치매안심통
합관리시스
템실적 3,566 2,7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국민건강증진법

○당뇨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법

○치매조기검진

-치매관리법



정책사업목표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농촌 활력증진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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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톤) 일반 20

목표 75.5 76 90 100 100
미생물공급률

군자체평가
자료 및 공
급대장/내부
자료실적 90 92

차세대 전문농업인육성 
신기술 교육(명) 핵심 60

목표 4,600 4,600 5,800 5,800 5,800
교육참여인원

농촌지도사
업보고서/내
부자료실적 5,520 5,770

농기계 임대(대) 일반 20
목표 3,800 3,800 4,200 4,200 4,200

대여수
농기계임대
프로그램/내
부자료실적 4,418 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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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개선 및 관리

(1) 주요내용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실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개소) 핵심 70

목표 63 53 60 60 60 마을상수도시설 개
량 및 보수 개소수

개량 및 보
수관련 서류실적 63 8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개
소) 일반 30

목표 63 53 53 53 53 마을상수도 수질검
사 개소수

수질검사관
련서류실적 63 5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비율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예산편성 사업건수 대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건수 비율



정책사업목표 철저한 지하수관리 및 오수분뇨관리

(1) 주요내용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관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분뇨처리시설 자체 지도
점검(회) 일반 100

목표 - - 6 6 6 분뇨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횟수

출장결과보
고 및 수리실적 -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분뇨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분뇨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체 지도점검 실시 및 횟수



정책사업목표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한 선진교육도시 조성

(1) 주요내용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을 누리는 문화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
다양한 선진교육사업을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평생교육 프로그램 '날자
' 운영(개) 일반 40

목표 50 50 50 51 51 '날자' 프로그램 
운영 개수 내부문서

실적 50 57

특화사업 및 교육환경 개
선 지원(백만원) 핵심 60

목표 550 600 600 600 600 관내 학교 및 교육
지원청 교육경비보
조금 지원금액

내부문서
실적 55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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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로운 삶과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운영

(1) 주요내용

소통과 공감의 도서관 감동서비스 제공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독서문화 진흥
책읽는 진천, 군민독서문화 시책 지속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도서관별 특색있는 프로
그램 운영(개) 핵심 60

목표 68 89 89 89 89 프로그램 운영 개
수 내부문서

실적 68 89

군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명) 일반 40

목표 250,000 250,606 250,700 250,800 250,900
도서관 이용자수 내부문서

실적 250,000 29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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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명품 국제문화교육도시 조성

(1)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 효율적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글로벌 인재 양성(%) 핵심 60
목표 94 95 95 96 96 캠프 참가자 만족

도 조사(재참가 응
답비율)

캠프 참여자 
설문조사실적 94 -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명) 일반 40

목표 670 680 690 700 700 청소년 외국어 페
스티벌

페스티벌 참
여자 수실적 670 7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글로벌 인재 양성

- 2019년 실적 대비 예상목표치 산정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 2019년 실적 대비 예상목표치 산정



정책사업목표 찾아오고 싶은 문화공간 조성

(1) 주요내용

진천종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시설관리(군민회관, 포석조명희문학관, 주철장전수교육관)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종박물관 전시, 교육프로
그램 운영(회) 핵심 40

목표 11 11 11 11 11 종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실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
료실적 11 11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 일반 30

목표 4 4 4 4 4 주철장 전수교육관 
기획전시 및 포석 
조명희문학관 프로
그램 운영 실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
료온나라문
서 및 e호조 
자료

실적 4 4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회)

일반 30
목표 12 9 9 9 9 생거판화미술관 기

획전시 운영실적 
및 프로그램운영실
적

온나라문서 
및 e호조 자
료실적 12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종박물관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1) 주요내용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회) 핵심 60

목표 250 250 250 250 250
문예.체육.일반 대
관행사 지원실적

세외수입정
보시스템 및 
사용허가 대
장실적 250 250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
지보수(회(매월)) 일반 40

목표 5 5 5 5 5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

시설별 점검
표 및 온나
라 문서실적 5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1) 주요내용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국민체육센터 연간 등록
회원(명) 핵심 100

목표 13,000 15,000 15,000 15,000 15,000
국민체육센터 연간 
등록회원수

세외수입정
보시스템 및 
국민체육센
터 운영관리 
자료실적 14,000 15,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국민체육센터 연간 등록회원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1) 주요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회) 핵심 60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회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 실
적

세외수입정
보시스템 및 
사용허가 대
장실적 1,000 1,000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
지보수(회(매월)) 일반 40

목표 1 1 1 1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

시설별 점검
표 및 온나
라 문서실적 1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책사업목표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회상 정립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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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8 '19 '20 '21 '22

의회 회기 일수(일) 일반 40
목표 92 91 92 92 92 회기일수/목표의안 

회기일수*100 내부공문
실적 92 91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
보 건수(회) 일반 40

목표 150 160 165 165 170
의회운영 및 의정
활동 홍보 건수/목
표 의회운영 및 의
정활동 홍보 건수
*100

보도자료, 
소식지, 신
문광고  등실적 150 160

의안상정 및 검토건수
(건) 일반 20

목표 256 250 255 260 265 의안상정 및 검토
건수/목표 의안상
정 및 검토건수
*100

상정건수 및 
의원간담회 
건수실적 256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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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