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 방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복지 ․ 안전진천’ 실현
o 전군민 안심케어 환경 조성
o 맞춤형 나눔 복지 인프라 구축
o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복지 기반 조성
o 여성행복 job는 일터환경 조성
o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진천 실현
o 상생의 일자리 창출 기업문화 환경 조성

▣ 더불어 잘사는 ‘진천경제 활성화’ 구현
o 경쟁력 있는 선진 농촌 육성
o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및 판로 확대
o 더불어 성장하는 진천경제
o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구축
o 살기 좋은 쾌적한 정주인프라 조성
o 창조적 파괴 ‧ 미래지향적 행정 추진

▣ 진천시 건설 ‘미래발전 성장동력’ 강화
o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조성
o 살고 싶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
o 지역발전을 견인할 맞춤형 도시개발
o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 산업단지 조성
o 시대에 앞서가는 투자환경 조성
o 진천 철도시대 개막 준비태세 구축

▣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o 군민행복 그린 힐링 쉼터 조성
o 지속발전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
o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진천 구현
o 관광 · 휴식 명소화로 고품격 삶의 질 향상
o 군민건강 행복실현 스포츠 기반 확충
o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연계 협력사업 추진

▣ 품격있는 ‘문화교육 ․ 디자인도시’ 조성
o 국제문화교육도시 평생교육 기반 강화
o 창조적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o 함께 행복한 유아 복지 환경 조성
o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o 다함께 누리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o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도시 조성

▣ ‘20년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및 도 정책 반영
o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연계 사업 발굴
o 도정기조에 맞춘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ICT 융복합 산업 관련 시책 발굴
o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시책 발굴

▣ 자주재원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o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 ·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형평성 구현
o 사용료 · 수수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
o 예산편성 내용, 재정운영 결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정착
o 경상경비 및 선심 ·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 ·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