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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

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진군은 본 회계연도의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63개)-단위사업

(16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강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64 150 1 145 4 463,366 397,027 66,339

기획홍보실 1 1 2 0 2 0 23,509 2,905 20,604

주민복지실 1 6 27 0 27 0 75,156 66,707 8,450

일자리창출과 1 5 5 0 3 2 21,042 6,390 14,651

친환경농업과 1 1 4 0 4 0 63,934 50,936 12,998

환경축산과 1 7 11 0 11 0 16,542 19,621 -3,079

해양산림과 1 2 9 0 8 1 20,061 23,358 -3,297

관광과 1 2 6 0 6 0 22,254 13,098 9,156

문화예술과 1 4 4 0 4 0 18,893 22,464 -3,571

건설과 1 3 6 0 6 0 55,176 52,081 3,095

안전재난교통과 1 7 16 0 16 0 18,476 16,886 1,590

민원봉사과 1 6 11 0 11 0 4,075 6,161 -2,087

세무회계과 1 2 7 1 6 0 54,030 50,843 3,187

총무과 1 5 8 0 8 0 16,532 17,758 -1,226

보건소 1 1 4 0 3 1 6,915 5,527 1,388

농업기술센터 1 2 7 0 7 0 8,313 6,598 1,714

고려청자박물관 1 1 2 0 2 0 1,224 1,323 -99

상하수도사업소 1 5 11 0 11 0 22,539 21,437 1,102

스포츠산업단 1 1 3 0 3 0 9,078 7,120 1,958

다산박물관 1 1 3 0 3 0 1,734 2,013 -280

강진군도서관 1 1 2 0 2 0 503 497 6

문화관광과 1 1 2 0 2 0 657 543 114

의회사무과 0 0 0 0 0 0 403 390 1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resul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50,185 1,802,496 52,311 2,013,066

부채 총계 70,586 71,735 1,149 20,005

비용 총계 354,781 381,060 26,279 315,344

수익 총계 394,226 438,831 44,605 402,79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settleme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강진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0290 55216 91.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715 39505 97.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806 12175 95.07

자치단체 특화사업 6769 3537 52.25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ender_sensitiv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77 4,326,690 39 4,129,816 4,129,816 38 196,875 196,875

2018년(B) 71 3,906,002 45 3,772,418 3,769,297 26 133,584 133,584

증감(A-B) 6 420,688 -6 357,398 360,519 12 63,290 63,29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첨자료 참고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첨자료 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첨자료 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9 62,705 972 26,422 88.44 42.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 93 40 1,052 972

금액 32 3,457 637 31,520 26,42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진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
2011-03-31 3,101 5,30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강진문화

복지종합

타운

위탁 23 80,150 46,096 765 6,705 23,907 40 2,195 46 △2,149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해당없음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9,624 116,342 126,582 60.39 108.8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해당없음

우리 강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