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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시는 본 회계연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113개)-
단위사업(22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113 226 31 142 53 1,106,598 1,083,319 23,278

감사위원회 1 1 2 1 1 - 213 327 △113
대변인,
총무과

2 4 8 1 4 3 110,146 100,752 9,393

기획조정실 1 8 20 3 14 3 19,945 12,899 7,045
시민안전국 1 7 16 1 14 1 48,837 89,906 △41,069
균형발전국 1 15 25 5 6 14 113,292 109,283 4,009
행정복지국 1 18 44 8 34 2 323,608 283,821 39,787
경제산업국 1 17 34 8 17 9 119,026 102,471 16,555
건설교통국 1 10 23 2 19 2 168,907 260,764 △91,857
환경녹지국 1 11 16 1 12 3 69,984 - 69,984
소방본부 1 3 6 1 4 1 39,652 39,222 430
의회사무처 1 1 4 - 1 3 6,544 5,986 558
보건소 1 2 4 - 1 3 19,309 17,335 1,974

농업기술센터 1 3 8 - 8 - 7,235 6,859 376
조치원소방서 1 1 1 - - 1 1,124 1,133 △10
시설관리사업소 1 10 12 - 7 5 29,711 26,570 3,141
동물위생시험소 1 1 2 - - 2 2,054 2,996 △942
읍면동사무소 0 - - - - - 25,765 22,065 3,699
세종소방서 1 1 1 - - 1 1,248 929 31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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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세종 > 정보개방 > 재정공시 > 재정공시 자료실)

☞ 성과보고서는 ’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올해 두번째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초기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설정의 부적정, 목표치 과다·과소 설정 등 일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목표 미달성 지표(53개)에 대해 ‘19년 성과계획서에 초과달성·

미달성지표 적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보고서 관리에 대한 관리자·담당자

추진의지를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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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340,618 5,664,395 1,323,777 39,646,175

부채 총계 105,687 145,950 40,263 2,553,653

비용 총계 863,262 892,716 29,453 7,020,208

수익 총계 1,113,269 1,139,573 26,305 7,735,445

‣ 재무제표 : www.sejong.go.kr > 행복도시세종 > 정보개방 > 결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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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
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5 76.31 100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 16.5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3 15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9 11.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5 3.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

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8 16.75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 9.75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4.2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2 1 5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및 예산, 타 기금과

유사한 기금 간 통합 실적,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세종특별
자치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29% 5.03% 3.05%

2. 경상수지비율 65.38% 67.09% 67.64%

3. 관리채무비율 5.35% 8.06% 16.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9.45% 46.42% 113.60%

5. 통합유동부채비율 4.88% 23.14% 28.74%

6. 공기업부채비율 1.15% 41.58% 31.8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75% △0.68% △1.28%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8.80% 24.63% 40.93%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9.62% 9.27% 9.24%

9. 경상세외수입비율 1.00% 1.79% 1.34%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1.08% 7.91% 12.98%

10. 지방세징수율 98.05% 97.69% 97.62%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38 1.0027 1.002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56% 1.68% 2.74%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7.11% 17.67% 26.80%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8% 1.01% 0.23%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73% 5.03% 11.7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0.7000 0.9878 0.9239

14. 지방보조금비율 7.16% 6.31% 3.0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4.03% △10.62% △13.48%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87% 2.52% 3.93%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77.87% 10.10% 26.19%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4.62% 8.67% 2.5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4.65% 19.65% 17.74%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0% 0.42% 0.25%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7.68% △7.21% △15.5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67.96% 15.85% △35.04%

☞ (우수사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우리 시 부채는 전년대비 400억원(이 중 325억

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증가하였지만, 행복청, LH등으로부터의 각종 시설인수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의 투자자산 증

가로 자산이 약 500억원 증가하여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였습니다.

☞ (미흡사례)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사업 정비(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성과평가 등)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 전년도에 비해 지표값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층제 구조상 기초단체에서 집행하는 보조금까지 광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어 동종단체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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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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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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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높을수록영업실적이우수, 재정안정성이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높을수록지방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높을수록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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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낮을수록체납세외수입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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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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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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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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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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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380 17,808 96.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64 1,591 95.5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240 10,769 95.82

자치단체 특화사업 5,476 5,448 99.49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성인지 결산서의 집행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 >

행복도시세종>정보개방>결산정보공개)의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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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

(‘17)
71 2,577,867 10 1,591,853 1,591,853 61 986,014 981,185

전년도

(‘16)
69 4,606,130 17 3,680,066 3,680,066 52 926,064 917,064

증감 2 △2,042,333 △7 △2,012,283 △2,012,283 9 59,950 64,12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및 축제현황 : 별지작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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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 2017년 준공된 청사가 없어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준공 후 우리 시로 이관되는 시설은 제외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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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3 313,669 269 4,829 11.01 1.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80 199 234 354 269

금액 15,019 3,902 4,783 8,291 4,82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시는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

하고 있습니다. (http://www.sejong.go.kr/finance > 계약정보 > 수의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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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세종특별

자치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2013.7.23. 13,461 14,965

세종특별

자치시
복지시설

종합사회

복지관

종촌종합

복지센터
2014.11.21. 15,873 10,125

세종특별

자치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아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2013.11.19. 15,930 20,76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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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직영 13 120,000 42,200 1,055 4,132 38,068 40 748 389 -359

종촌
종합복지
센터

위탁 26 42,981 40,200 1,005 3,015 37,185 40 1,899 - -1,899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직영 6 120,500 65,923 1,652 6,177 59,747 40 647 - -647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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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 - 14 - 1 13 - - -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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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우리 시 단층제 구조로 군·구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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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600 444,700 408,500 50.52 91.8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포함



9-14.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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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17.9.12. 누락된 취득세 관리 소홀 부과 835백만 원 부과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부과 110백만 원 부과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각종 수당 등 지급 부적정 회수 11백만 원 환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정산업무 태만

회수 154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시도 포장도 보수(덧씌우기) 공사
시공 부적정

회수 19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설계(변경) 업무 소홀 감액 24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감액 163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물량

이중계상 등
감액 772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20백만 원
회수 2백만 원 감액·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소방관계 법령 미준수 부과 4백만 원 부과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연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42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부과 203백만 원  부과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
회수 93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정산
부적정

회수 30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전의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반납 61백만 원
감액 45백만 원

감액·반납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가시설물 기성처리 부적정 회수 51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반납 115백만 원 반납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노상무인주차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미반납

반납 77백만 원 반납예정

행정안전부 ‘17.9.12.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감액 124백만 원 감액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http://www.sejong.go.kr/audit.do > 알림마당

> 자치감사결과공개) 및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bai > 감사결과 > 기관별 감사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17.9.12. 구조물 설계변경 미조치 감액 191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임시 차선도색 제거 설계변경
미조치

감액 76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가시설물 설계변경 미조치 감액 58백만 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2.1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0.4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액비저장조
) 정산 부적정

회수 0.1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반납 159백만 원 반납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회수 2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회수 7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지급 4백만 원 지급완료

행정안전부 ‘17.9.1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 회수 10백만 원
회수
조치중

행정안전부 ‘17.9.1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환수 10백만 원 환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회수 21백만 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적정 환수 1백만 원 환수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부적정

환급 1백만 원 환급완료

행정안전부 ‘17.9.12.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예치 16백만 원
추가
예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