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진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진 천 군 수 (인)

◈ 우리 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40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6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449억원)보다 1,045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9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3,81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1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15%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는 작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군단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160)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임태영(043-539-3373)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160


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진천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640,351 563,951 76,400 744,927 657,353 87,574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640,351 563,951 76,400 744,927 657,353 87,574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6.1 25.42 0.68 17.63 17.86 △0.23
재 정 자 주 도 62.15 57.67 4.48 58.7 55.22 3.48
통 합 재 정 수 지 14,635 9,925 4,711 3,812 1,510 2,301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92 76 16 236 236 △0
행 사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3,222 3,647 △426 4,967 4,633 33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70 116 54 179 172 7
시책추진 176 127 50 260 261 △1

지방의회 관련경비 130 130 0 166 165 1
지 방 보 조 금 15,991 13,380 2,611 14,562 13,303 1,259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

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

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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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진천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0,351 534,600 64,040 20,031 21,6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6,360 442,484 525,123 563,951 640,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연평균  

12.8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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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1,529 100 374,538 100 423,399 100 469,624 100 534,600 100

지 방 세 74,202 22.38 78,041 20.84 96,730 22.85 101,242 21.56 119,128 22.28

세외수입 14,886 4.49 15,709 4.19 17,603 4.16 18,119 3.86 20,379 3.81

지방교부세 101,012 30.47 115,515 30.84 134,975 31.88 130,272 27.74 165,320 30.92

조정교부금 등 13,738 4.14 14,817 3.96 19,127 4.52 21,219 4.52 27,423 5.13

보 조 금 118,573 35.77 139,967 37.37 144,979 34.24 185,682 39.54 188,331 35.23

지 방 채 0 0 0 0 0 0 5,000 1.06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119 2.75 10,488 2.80 9,985 2.36 8,090 1.72 14,019 2.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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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진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진천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0,351 534,600 64,040 20,031 21,6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6,360 442,484 525,123 563,951 640,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출예산규모는 640,3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55%증가하였음. 코로나 장기화,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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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1,529 100 374,538 100 423,399 100 469,624 100 534,600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2,614 6.82 20,842 5.56 25,057 5.92 23,751 5.06 27,868 5.21
공공질서 및 안전 4,592 1.39 2,604 0.70 3,812 0.90 8,747 1.86 10,711 2.00
교 육 5,152 1.55 6,351 1.70 6,890 1.63 11,389 2.43 6,825 1.28
문화 및 관광 17,815 5.37 20,238 5.40 28,328 6.69 26,302 5.60 32,884 6.15
환 경 보 호 25,476 7.68 34,020 9.08 48,114 11.36 55,278 11.77 73,418 13.73
사 회 복 지 78,168 23.58 92,682 24.75 112,283 26.52 124,981 26.61 138,752 25.95
보 건 6,606 1.99 8,694 2.32 7,927 1.87 8,636 1.84 12,054 2.25
농 림 해 양 수 산 52,526 15.84 59,585 15.91 64,085 15.14 74,686 15.90 80,743 15.10
산업 중소기업 6,455 1.95 8,704 2.32 11,050 2.61 11,253 2.40 12,567 2.35
수송 및 교통 10,526 3.18 12,282 3.28 15,404 3.64 16,194 3.45 17,877 3.34
국토 및 지역개발 43,150 13.02 49,277 13.16 35,132 8.30 37,354 7.95 40,043 7.49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5,682 1.71 4,019 1.07 3,522 0.83 3,822 0.81 3,497 0.65
기 타 52,766 15.92 55,240 14.75 61,795 14.60 67,232 14.32 77,361 14.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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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67,036 643,195 76,160 13,43

진천군 563,951 640,351 76,400 13,55

교육청 - - - -

공사 공단 - - - -

출자 출연기관 3,085 2,845 △240 △7.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진천군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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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진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26.10%
(28.72%)

534,600
(534,600)

139,507
(153,526) 381,074 0 14,019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6.87%

(29.62%)
25.03%

(27.83%)
27.00%

(29.36%)
25.42%

(27.14%)
26.10%

(28.7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6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201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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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진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62.15%
(64.77%)

534,600
(534,600)

332,250
(346,269) 188,331 0 14,019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1.48%
(64.23%)

59.83%
(62.63%)

63.40%
(65.76%)

57.67%
(59.40%)

62.15%
(64.7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4.4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614억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자주도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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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 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진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6,846 575,164 0 1 1 22,954 575,165 -8,319 14,635

일반회계 520,600 502,958 0 0 0 14,000 502,958 17,642 31,642

기타
특별회계 4,964 12,150 0 1 1 7,722 12,151 -7,187 536

공기업
특별회계 40,964 59,673 0 0 0 1,232 59,673 -18,710 -17,478

기 금 318 382 0 0 0 0 382 -64 -6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5,571 -15,773 -23,595 -13,506 -8,319

통합재정수지 2 6,831 7,346 6,664 9,925 14,635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5,75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1과 2는 순세계잉여금의 (미)포함 여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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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95,634 739,420 754,267 770,865 781,033 3,741,218 2.90%

자 체 수 입 172,747 178,197 183,694 190,338 197,326 922,301 3.40%

이 전 수 입 438,510 467,861 488,377 501,621 510,551 2,406,919 3.9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377 93,362 82,196 78,906 73,156 411,998 -3.50%

세 출 695,634 739,420 754,267 770,865 781,033 3,741,218 2.90%

경 상 지 출 140,437 150,676 136,961 136,227 136,145 700,446 -0.80%

사 업 수 요 555,197 588,744 617,305 634,638 644,887 3,040,772 3.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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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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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천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5 28,34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1,825

성별영향평가사업 57 23,6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8 2,87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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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

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

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 1,997 73 1,997 - - - -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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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금액 비고

총 액 1,996,7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차선도색공사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지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9,8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동백마을 경사로 염수살수 장치 설치공사 4,8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주민휴게쉼터 및 쌈지공원 조성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가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경관개선 1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주민공동편의시설 설치공사 9,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동양사상을 통한 생활의 지혜 시민강좌 운영 23,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원동로 진입로 옆 하천 제방사업 5,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전통춤 화랑무 전수교육 3,6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장척마을 팔각정 창호공사 9,8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보건행정과 ○진천군 중증정신장애인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13,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비너스 빌라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진흥지원단 ○읍내1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3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행정리 중리 마을회관 보수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사송정마을 주차장 설치 17,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청소년 정치 참여아카데미 6,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영유아대상 성인지감수성 증진 확장형 사업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여성노동자 퇴근 후 줌바교실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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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서명 사업명 금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옥상지붕 누수 보수공사 9,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과 ○진천중앙시장 고객센터 운동기구 설치 18,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환경사랑 진천사랑 1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산읍 ○어린이 버스 승강장 8,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학습과 ○알콩달콩 수필카페 6,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산읍 ○덕산노인회 그라운드골프장 승용잔디깎기 4,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선옥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9,9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어르신 혈압 관리 1,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산읍 ○하목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 11,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학습과 ○드론체험교실 운영 21,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영주빌라 가동)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영주빌라 나동)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호수빌라트 가,나동)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진흥지원단○초평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31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초평면 ○양촌마을 광장 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99,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초평면 ○삼선마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19,5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초평면 ○죽현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12,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초평면 ○양촌교 꽃길 꾸미기 사업 4,9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초평천 힐링 테마길 조성 36,000



16

구 분 부서명 사업명 금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카누경기장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사업 46,2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초평면 ○사곡마을 하수도 신설 및 제방길 포장공사 5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공예마을가꾸기(공예마을 편의시설 조성) 37,4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사랑의 숲 정비 사업 19,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산직마을 도로 펜스설치 및 U자 수로 설치 21,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은성마을 진입로 위험구간 개선 및 환경미화사업 339,7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통산마을 폐도로를 활용한 공원조성 17,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산직마을 쉼터 정비사업 6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디자인과 ○문덕리 유진빌라 옥상지붕 설치사업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봉암마을 CCTV 교체사업 11,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구산중리 마을 정자 및 쉼터조성 사업 19,7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백면 ○우경마을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1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가족소원의 동산 몽실몽실 숲가꾸기 3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백곡면 ○백곡면 대삼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16,6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백곡면 ○상백마을 꽃 모종구매(야생화 및 나무류포함) 11,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수문마을 건강 관리실 리모델링 16,8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백곡면 ○용진마을 핸드레일 설치공사 12,4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증강 11,8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백곡신문(소식지 발행)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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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171)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별첨1

구 분 부서명 사업명 금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백곡호변 꽃둘레길 조성 및 걷기대회 4,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백곡면 ○백곡 구수마을 인도설치공사 5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장양천 꽃길 가로수 조성사업 3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이월면 교육환경개선사업 27,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이월면 ○물미마을 우물쉼터 조성 25,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이월면 ○산내들아파트 앞 배수관 및 주차장 조성사업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이월면 ○일영마을 쉼터 설치공사 25,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진흥지원단○도종마을 야외운동시설 설치 27,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광혜원면 ○마을길 가로등 및 안전 펜스 설치의 건 20,0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아파트 cctv 설치공사 17,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광혜원 갑을아파트 cctv 설치공사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광혜원면 ○정자설치 13,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광혜원면 ○덕성마을 정자 시설 신축 20,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진흥지원단○동주원 마을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 12,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진천읍 ○등굣길 안전휀스 설치 14,4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스마트패드 지원 5,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강증진과 ○다국어 금연 안내판 설치 700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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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천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6 76 164 132 554,631 484,728 69,903

기획감사실 1 6 12 6 4,786 4,754 32

투자전략실 1 4 7 4 10,063 11,931 -1,867

홍보미디어실 1 3 8 4 3,977 4,151 -174

복지행정국 1 22 51 43 204,741 184,457 20,284

문화경제국 1 24 45 38 95,664 84,056 11,608

미래도시국 1 17 41 37 87,696 72,803 14,893

보건소 0 0 0 0 12,354 8,924 3,430

농업기술센터 0 0 0 0 731,430 63,161 9,969

사업소 0 0 0 0 53,181 42,463 10,718

의회 0 0 0 0 803 697 106

읍면 0 0 0 0 8,235 7,331 9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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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1 62.15 25.95 28 53.45 35.8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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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18,671  92  12  80  0.0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84,349 430,768 515,377 544,525 618,671

국외여비 총액
(B=C+D) 203 141 173 76 92

국외업무여비(C) 27 22 14 12 12

국제화여비(D) 176 119 159 64 80

비율 0.05% 0.03% 0.03%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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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4,600 3,222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31,529 374,538 423,399 469,624 534,600

행사 축제경비 2,663 2,965 4,304 3,647 3,222

비율 0.80% 0.79% 1.02% 0.78%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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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1 170 68 36 65 80.42%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99 99 116 17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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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5 176 95.3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1 170 177 127 17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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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2 130 36 35 37 22 85.1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4 124 130 130 13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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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48,057 15,911 15,911 0 33.2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063 12,469 15,470 13,380 15,991

한도 내 0 0 0 13,380 15,991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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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53 1,497,950 1,19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20 1,384,300 1,357

공무원 일 숙직비 1,371 82,260 60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469,770천원(7개 읍·면)

- 이장수당 300천원×12월×310명 = 1,116,000천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12월×310명 = 148,800천원

- 이장상여금 300천원×2회×310명 = 186,000천원

- 반장보상금 25천원×2회×943명 = 47,150천원

☞ 맞츰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384,3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단체보험포함) 1,357천원×1,020명 = 1,384,3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82,260천원

- 일직비 60천원×113일×2명 = 13,560천원

- 숙직비 60천원×365일×3명 = 65,700천원

- 일숙직비 보강 60천원×50일×1명 =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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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871 553

인건비 건전운영 0 5

지방의회경비 절감 75 89

업무추진비 절감 66 10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93 596

지방보조금 절감 1,388 -244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28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51 97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41 -1,02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74 1,263

경상세외수입 확충 -519 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37 63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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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진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2

관리 소홀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1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진천군이 지방재정혁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38

지방재정 혁신 2021년 지방재정분야 장관상 100

공기업혁신(상하수도) 2021년 경영평가 ‘나’등급 38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