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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성주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중심 행복성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

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56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

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0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성주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

성
달성 미달성

계 19 56 101 7 76 18 386,709 403,324△16,615

의회사무과 1 1 3 0 3 0 1,393 1,428 △36

기획감사실 1 1 4 1 3 0 12,026 26,502△14,476

총무과 1 3 7 0 7 0 18,976 15,724 3,252

재무과 1 2 4 0 3 1 27,120 26,336 784

민원봉사과 1 2 5 0 5 0 1,166 1,101 65

주민복지과 1 11 11 0 9 2 59,472 53,449 6,023

문화관광과 1 4 8 1 6 1 16,151 21,395 △5,243

환경보호과 1 4 6 2 4 0 17,574 19,314 △1,739

농정과 1 1 3 0 3 0 33,286 29,402 3,884

새마을체육과 1 5 5 0 3 2 20,153 18,368 1,785

경제교통과 1 4 8 0 3 5 12,905 15,547 △2,642

도시건축과 1 2 4 1 0 3 11,487 11,986 △500

산림과 1 1 3 0 1 2 8,166 8,574 △408

안전건설과 1 7 10 0 9 1 46,971 43,619 3,352

산업단지개발추진단 1 3 3 0 3 0 8,626 20,188△11,562

보건소 1 1 2 0 2 0 10,189 9,722 467

농업기술센터 1 2 8 2 5 1 7,064 4,645 2,419

문화예술회관 1 1 3 0 3 0 2,940 2,637 304

상하수도사업소 1 1 4 0 4 0 49,115 56,791 △7,67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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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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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51,426 1,860,548 109,121 2,350,533

부채 총계 25,992 17,423 △8,569 24,665

비용 총계 284,192 294,317 10,124 370,189

수익 총계 397,852 396,718 △1,134 4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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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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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
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

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

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8. 지방세징수율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성주군은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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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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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562 8,854 92.6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0 109 90.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289 8,602 92.60

자치단체 특화사업 153 143 93.94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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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성주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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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A) 19 2,664,100 19 2,664,100 2,664,100 0 0 0

2017년(B) 21 2,806,736 20 2,799,696 2,779,696 1 7,040 7,040

증감(A-B) △2 △142,636 △1 △135,596 △115,596 △1 △7,040 △7,04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

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

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

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9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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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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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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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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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성주군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성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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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 167,021 1,617 48,652 54.41% 29.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9 142 128 100 1,616

금액 2,680 3,017 2,210 1,716 48,65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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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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 문화시설
문화예술

회관

성주군문화

예술회관
2003.5.26 6,673 14,890

성주군 문화시설 박물관
가야산역사

신화공원
2017.1.13 2,865 49,27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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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문화예

술회관

직영 15 22,013 16,390 655 6,146 10,244 40 1,108 76 -1,032

가야산

역사신

화공원

직영 6 3,634 13,209 338 330 12,879 40 208 2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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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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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
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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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0 1,415 1,165 45.70 82.34

9-14. 감사결과

우리 성주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 재정상)

처리결과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