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공시 총괄    공통공시 총괄    공통공시 총괄    공통공시 총괄

 《 《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08년도08년도08년도08년도

(A)(A)(A)(A)
07년도07년도07년도07년도

(B)(B)(B)(B)
증감증감증감증감

(A-B)(A-B)(A-B)(A-B)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
(A/B)(A/B)(A/B)(A/B)

전국평균전국평균전국평균전국평균
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
평     균평     균평     균평     균

징수액 358,340 295,255 63,085 21.37 847,751 322,832
지출액 257,128 208,445 48,683 23.36 678,058 223,61317,045 18,883 △1,838 △9.7 113,343 15,830      4,623 4,144 479 11.57 69,689 5,1173,528 3,124 404 12.95 35,183 5,520공유재산 1,588,771 117,276 1,471,496 1,254.73 2,060,557 385,130물      품 2,320 2,483 △163 △6.5 7,731 2,894자산총계 1,210,160 1,049,123 161,036 15.35 3,566,350 1,131,918부채총계 24,083 22,175 1,907 8.60 123,497 19,309비용총계 170,684 140,162 30,522 21.78 514,141 142,302예산분야 4,339 2,404 1,935 80.47 12,207 8,211결산분야

③ 채권 관리현황(원금기준)
④ 기금운용 현황

제도도입 후 공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

① '07세입ㆍ세출결산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⑦ 통합재정정보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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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08년도08년도08년도08년도

(A)(A)(A)(A)
07년도07년도07년도07년도

(B)(B)(B)(B)
증감증감증감증감

(A-B)(A-B)(A-B)(A-B)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
(A/B)(A/B)(A/B)(A/B)

전국평균전국평균전국평균전국평균
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동종단체
평     균평     균평     균평     균

452 450 2 0.40 751 353
3,492 3,923 △431 △10.98 61,597 6,468
4,429 3,919 510 13.01 4,022 2,537

15,603 12,638 2,964 23.46 27,970 10,351
10,111 7,002 3,109 44.41 10,698 10,866
35,743 4,074 31,669 777.36 24,502 19,561③-6 연말지출 비율

③-2 지방채무(실질채무)현황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전국평균(동종단체)은 전국 지자체 중 86개 군(郡)의 평균임.

① 재정분석ㆍ진단결과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해당사항 없음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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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납액
%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348,004 359,792 358,339 99.60 1,452 59 1,393335,303 347,269 346,059 99.65 1,209 59 1,150지방세수입 11,240 12,136 11,779 97.06 357 29 328세외수입 85,732 91,026 90,173 99.06 852 30 822지방교부세 137,165 141,486 141,486 100.00 -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194 1,878 1,878 100.00 - - -보조금 99,972 100,743 100,743 100.00 - - -12,701 12,523 12,280 98.06 243 - 2431,576 1,624 1,612 99.26 12 - 121,411 1,421 1,421 100.00 - - -537 529 529 100.00 - - -620 624 619 99.20 5 - 5999 1,001 1,001 100.00 - - -80 82 82 100.00 - - -1,854 2,067 1,868 90.37 199 - 1991,158 659 659 100.00 - - -146 147 147 100.00 - - -353 366 359 98.09 7 - 73,967 4,003 3,983 99.50 20 - 20기반시설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농공지구조성사업간척사업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합     계소     계

소     계상수도사업수질개선사업의료보호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주택사업

자체수입의존재원

         구 분

회계별

일반회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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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표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표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표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표

2004 2005 2006 2007 2008204,346 220,064 247,206 295,255 358,339
연도별 비교(백만원)

세입결산구    분

※ 2004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08년도에※ 2004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08년도에※ 2004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08년도에※ 2004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08년도에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
    하여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하여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하여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하여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증가 추이

-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350,00040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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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출결산   나. 세출결산   나. 세출결산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348,004 285,748 257,128 73.89 70,506 20,370 5.85소     계 335,304 275,558 248,936 74.24 69,284 17,085 5.10일반공공행정 20,394 18,402 17,664 86.61 1,169 1,560 7.65공공질서및안전 4,561 4,004 4,004 87.79 376 181 3.97문화및관광 53,156 39,636 29,096 54.74 19,532 4,528 8.52환경보호 25,445 23,747 17,958 70.58 6,988 499 1.96사회복지 33,001 29,847 29,627 89.78 2,014 1,360 4.12보건 6,016 5,075 4,882 81.15 192 941 15.64농림해양수산 73,312 64,240 60,902 83.07 10,069 2,341 3.19산업중소기업 8,872 1,238 1,164 13.12 7,070 638 7.19수송및교통 16,857 12,360 11,740 69.64 5,080 38 0.23국토및지역개발 54,271 41,871 36,761 67.74 16,794 717 1.32예비비 1,706 - 1,706 100.00기타 37,713 35,138 35,138 93.17 - 2,576 6.8312,700 10,190 8,192 64.50 1,222 3,285 25.87특별회계

               구 분

회계별

일반회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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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2004 2005 2006 2007 2008151,782 169,118 185,837 208,445 257,128
연도별 비교(백만원)

세출결산구    분

※ 세입증가 추세에 따라 세출예산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 세입증가 추세에 따라 세출예산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 세입증가 추세에 따라 세출예산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 세입증가 추세에 따라 세출예산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
    대비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비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비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비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 증가 추이

-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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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단위 : 백만원)08년도현 재 액(A) 07년도현 재 액(B) 증감(A-B) 증감율(A/B) 비  고17,045 18,883 △1,838 △10 원금기준16,853 18,640 △1,787 △10192 243 △51 △21상수도사업 192 243 △51 △21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채무현황 19,491 19,274 19,534 18,883

구    분
※ 강진군 총 채무액은 17,045백만원(원금기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강진군 총 채무액은 17,045백만원(원금기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강진군 총 채무액은 17,045백만원(원금기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강진군 총 채무액은 17,045백만원(원금기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전액 국비(13,553백만원)로 상환하기 때문에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492백만원임.  전액 국비(13,553백만원)로 상환하기 때문에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492백만원임.  전액 국비(13,553백만원)로 상환하기 때문에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492백만원임.  전액 국비(13,553백만원)로 상환하기 때문에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492백만원임.

합         계일 반 회 계특 별 회 계

17,045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년
채무 연도별 추이

15,50016,00016,50017,00017,50018,00018,50019,00019,5002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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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채권관리 현황 ③ 채권관리 현황 ③ 채권관리 현황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08년 도

현 재 액

07년도

현 재 액

증감

(A-B)

증감율

(A/B)
비  고4,411 4,144 267 6 원금기준2,855 2,835 20 11,556 1,309 247 19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2004 2005 2006 2007채권현황 874 1,976 3,725 4,144 4,411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합     계일반회계특별회계
2008

채권의 연도별 추이

0500100015002000250030003500400045005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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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금운용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계(B)=(C-D) 수납액(C) 지출액(D)합     계 3,124 404 589 185 3,528체육진흥기금 578 48 48 626문화예술진흥기금 526 52 71 19 578노인복지기금 1,073 120 148 28 1,193재해재난관리기금 647 139 147 8 786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56 20 147 127 76환경정화센터주변지역지원 212 10 10 - 222식품진흥기금 32 15 18 3 47
▷ 2004년도는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신설로 급증하였고,▷ 2004년도는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신설로 급증하였고,▷ 2004년도는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신설로 급증하였고,▷ 2004년도는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신설로 급증하였고,

    2006년도는 인재육성기금이 강진군 장학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면서    2006년도는 인재육성기금이 강진군 장학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면서    2006년도는 인재육성기금이 강진군 장학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면서    2006년도는 인재육성기금이 강진군 장학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면서

    급감하였음.    급감하였음.    급감하였음.    급감하였음.

증 감 액

▷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07년 도

현 재 액

(A)

08년도

현 재 액

(E)=(A+B)

                구  분

  종류별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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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 연도별 비교표

2004 2005 2006 2007 20087,779 6,530 2,875 3,124 3,528
연도별 비교(백만원)

기금운용현황구    분

▶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기금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기금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기금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기금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기금 운용 현황

-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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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가. 공유재산   가. 공유재산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합     계 29,002,282 117,276 5,895,292 1,472,473 9,154 978 34,888,264 1,588,771토지 28,887,639 66,941 5,583,167 27,636 3,538 22 34,467,268 94,555건물 114,487 49,891 8,931 20,578 5,616 956 117,802 69,513선박 6 120 - - - - 6톤 120입목죽 295,646 11,096 295,646 11,096공작물 7,548 1,413,069 7,548 1,413,069무체재산권 150 324 1건 4 - - 151건 328용익물건 1건 90 1건 90
   나. 물  품   나. 물  품   나. 물  품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합     계 261 2,320 27 240 6 77 282 2,482구매매각 213 2,237 26 236 239 2,473관리전환 48 83 1 4 2 6 47 80양    여 1 13 -1 -13기    타 3 58 -3 -58

비고08년도 현재액07도 현재액

비고

증   가 감   소구   분

08년도 현재액구  분 07도 현재액 증     감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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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

5) 부속명세서

 * 강진군에서 작성한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별지 참조* 강진군에서 작성한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별지 참조* 강진군에서 작성한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별지 참조* 강진군에서 작성한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별지 참조

 〈  〈  〈  〈 ''''08 08 08 08 최종예산기준최종예산기준최종예산기준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총계 258,651 270,958 2,644 19,290 273,602 △14,951일반회계 255,322 264,179 1,000 14,915 265,179 △9,858기타특별회계 3,073 6,444 1,644 2,589 8,088 △5,015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256 335 1,786 335 △78

회계별회계별회계별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지출+순융

자)

통합재정수지(세입-지출+순융자)

4) 필수  보충정보

⑦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⑦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⑦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⑦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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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지방세수안정도 ↑ 22.38 5.47 19.64지방세징수율 100 98.95 96.8 96.99경상세외수입안정도 ↑ 7.15 9.73 20.39경상세외수입징수율 100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99.88 98.7 99.49경상경비비율 ↓ 13%이하 10%이하 45%이하 23.15 18.5 22.31인건비비율 ↓ 30%이하 14.29 10.8 13.41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77 2.83 1.3지방채무잔액지수 ↓ 2.87 19.2 7.26행사축제경비비율 ↓ 0.5%이하 0.3%이하 0.7%이하 1.93 0.57 0.94민간이전경비비율 ↓ 3%이하 2%이하 15%이하 6.22 4.85 5.06투자비비율 ↑ 50%이상 80%이상 50%이상 72.78 68.2 74.83연말지출비율 ↓ 4.5%이하 3.5%이하 5.5%이하 1.3 1.73 2.48중기재정계획 100 104.5 103 102.12투융자심사사업예산 100 74.08 66.6 62.52세입예산반영비율 100 97.19 97.6 97.88세입세출충당비율 100 93.99 92.5 91.6
계획성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60%이상 30%이상105%이하 95%이상100%이하 80%이상

효율성
1.0%이하8%이하70%이상1.5%이하

건전성
25%이하8%이하 15%이하15%이하 10%이하60%이하 40%이하

안전성
3.4%이상 1.7%이상96%이상1.7%이상

강진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      균지표별 발전방향 적    정    기    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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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가. 안전성  가. 안전성  가. 안전성  가. 안전성

▶ 지방세 분야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지방세정▶ 지방세 분야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지방세정▶ 지방세 분야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지방세정▶ 지방세 분야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하였음.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하였음.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하였음.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하였음.

  나. 건전성  나. 건전성  나. 건전성  나. 건전성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편임.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편임.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편임.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편임.

▶ 경상경비, 인건비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우리 군 총 채무는▶ 경상경비, 인건비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우리 군 총 채무는▶ 경상경비, 인건비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우리 군 총 채무는▶ 경상경비, 인건비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우리 군 총 채무는
    170억원이나 국비상환 채무액을 제외한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5억원으로    170억원이나 국비상환 채무액을 제외한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5억원으로    170억원이나 국비상환 채무액을 제외한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5억원으로    170억원이나 국비상환 채무액을 제외한 강진군 실질채무액은 35억원으로

안정성 비교

020
4060
80100120

동종단체 19.64 96.99 20.39 99.49우리단체 22.38 98.95 7.15 99.88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건전성 비교

0510
152025

동종단체 22.31 13.41 1.3 7.26우리단체 23.15 14.29 0.77 2.87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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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다. 효율성  다. 효율성  다. 효율성  다. 효율성

    등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     등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     등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     등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 
    비율이 낮음.    비율이 낮음.    비율이 낮음.    비율이 낮음.

    전반에 걸쳐 동종단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    전반에 걸쳐 동종단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    전반에 걸쳐 동종단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    전반에 걸쳐 동종단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청자축제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청자축제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청자축제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청자축제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라. 계획성  라. 계획성  라. 계획성  라. 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관리분야▶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관리분야▶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관리분야▶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관리분야

효율성 비교

01530
456075

동종단체 0.94 5.06 74.83 2.48우리단체 1.93 6.22 72.78 1.3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계획성 비교

02040
6080100120

동종단체 102.12 62.52 97.88 91.6우리단체 104.53 74.08 97.19 93.99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사업예산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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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비고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업무추진비

2004149,959

세출결산액(A)

167,033

업무추진비(B)

2005 2006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율(B/A)*100

0.25 0.26 0.23비율(%)
구    분세출결산액 2008248,935

248,935
▶ 20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임.▶ 20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임.▶ 20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임.▶ 20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임.

182,360427 203,1402007

0.18451

☞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450 451431 0.22업무추진비 372 0.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01001502002503003504004505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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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지방채무현황  ③-2. 지방채무현황  ③-2. 지방채무현황  ③-2. 지방채무현황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 당해년도 현재액은 원금기준, 실질채무는 국비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임.▶ 당해년도 현재액은 원금기준, 실질채무는 국비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임.▶ 당해년도 현재액은 원금기준, 실질채무는 국비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임.▶ 당해년도 현재액은 원금기준, 실질채무는 국비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임.
13,553 14,960 843,492 3,923 - 4311,407▶ '08년 결산결과 채무현황이며, 인구는 '08.12.31 현재 주민등록임.▶ '08년 결산결과 채무현황이며, 인구는 '08.12.31 현재 주민등록임.▶ '08년 결산결과 채무현황이며, 인구는 '08.12.31 현재 주민등록임.▶ '08년 결산결과 채무현황이며, 인구는 '08.12.31 현재 주민등록임.- 3291,838 414-17,045 금년도발생액 금년도소멸액  1인당채무액

 (천원)08년도 현재액(B)전년도말현재액인구(명)(A)구   분
41,153 18,8833-실질채무현황

계(백만원)2-국비부담 등   41,15341,1531-지방채무현황

41,938 8418,883 3,492 41,35219,274 782008 3,299
 1인당채무액

 (천원)채무현황연도별 41,1532006 19,53417,045 3,923 482005구   분 실질채무
2007

인구수2,0592004 42,69643,550

※ 우리 군 총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군비로 부담해야 할 실질채무 역시※ 우리 군 총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군비로 부담해야 할 실질채무 역시※ 우리 군 총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군비로 부담해야 할 실질채무 역시※ 우리 군 총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군비로 부담해야 할 실질채무 역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적기 상환을 통해 소폭 감소하였음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적기 상환을 통해 소폭 감소하였음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적기 상환을 통해 소폭 감소하였음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적기 상환을 통해 소폭 감소하였음

19,491 1,820
95
42

주민 1인당 실질채무 현황

-102030
40506070
80901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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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248,935행사ㆍ축제경비▶ 행사.축제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축제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축제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축제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세출결산액

(A)
비  고

비율

(B/A*100)
구    분

행사ㆍ축제경비

(B) 1.784,429

1.78행사ㆍ축제경비 4,4293,398비   율(%) 1.86 1.933,919 248,935연도별 비교(백만원)

▶ 2008년에는 미국 강진청자순회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2007년 ▶ 2008년에는 미국 강진청자순회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2007년 ▶ 2008년에는 미국 강진청자순회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2007년 ▶ 2008년에는 미국 강진청자순회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2007년 

세출결산액 203,1402007

구   분

2006

    대비 13.0% 증가 하였음.(2008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대비 13.0% 증가 하였음.(2008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대비 13.0% 증가 하였음.(2008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대비 13.0% 증가 하였음.(2008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8182,360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5001,0001,5002,0002,5003,0003,5004,0004,5005,000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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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 2003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양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증가되고,※ 2003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양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증가되고,※ 2003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양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증가되고,※ 2003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양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증가되고,    2006년 이후부터 유네스코 본부,일본,미국 강진청자순회전 등 국제·전국규모    2006년 이후부터 유네스코 본부,일본,미국 강진청자순회전 등 국제·전국규모    2006년 이후부터 유네스코 본부,일본,미국 강진청자순회전 등 국제·전국규모    2006년 이후부터 유네스코 본부,일본,미국 강진청자순회전 등 국제·전국규모    행사개최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행사개최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행사개최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행사개최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6.22 6.26248,935203,140 15,602182,36010,336 12,638민간단체 등 보조금 149,959 167,033 5.67비   율(%)세출결산액 9,0656,5754.38 5.43

구    분
세출결산액

(A)

2004 2005

민간단체 등

보조금 (B)

구   분

※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민간단체등보조금
2008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비  고248,935 15,602 6.26비율

(B/A*100)

2006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2,0004,0006,0008,00010,00012,00014,00016,00018,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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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10,111 40.20 8.30
비  고금  액 건수

2008 955 121,851 384
10,1111,000만원 이상수의계약 실적 149 7,001 384

비 율(B/A)*100건수
 구       분 2007 2008 금  액

건수
연도별 비교(백만원)건수

금  액 건수

※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해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임.

금  액금  액 비  고 구     분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수의계약실적(B)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2,0004,0006,0008,00010,00012,000

2007년 2008년 -50100
150200250300350400450 금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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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6. 연말지출 비율  ③-6. 연말지출 비율  ③-6. 연말지출 비율  ③-6.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은 '08 결산결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은 '08 결산결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은 '08 결산결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은 '08 결산결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100연말지출비율 248,935 35,743 14.30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구   분 35,743연말지출비율 비 율 금 액2.01 4,074 14.30비 율 금 액

연도별 연말지출 비율

-2.004.006.008.0010.0012.0014.0016.00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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