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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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5개)-정책사업목표(104개)-단위

사업(26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 우리 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 장의 표와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5 104 210 50 128 32 1,083,319 802,317 281,003

감사위원회 1 1 2 1 1 - 327 285 41

본청 1 4 8 5 3 - 100,752 88,233 12,519

기획조정실 1 8 19 9 7 3 12,899 17,442 -4,543

시민안전국 1 14 27 5 20 2 89,906 46,541 43,365

균형발전국 1 14 29 7 15 7 109,283 64,086 45,197

행정복지국 1 17 29 7 19 3 283,821 238,844 44,977

경제산업국 1 14 30 7 18 5 102,471 87,120 15,351

건설도시국 1 12 26 3 18 5 260,764 162,452 98,312

소방본부 1 3 6 2 4 - 39,222 24,135 15,086

의회사무처 1 1 4 1 2 1 5,986 3,875 2,111

보건소 1 2 4 - 1 3 17,335 17,861 -526
농업기술

센터
1 3 9 1 7 1 6,859 10,232 -3,373

조치원

소방서
1 2 2 2 - - 1,133 0 1,133

세종소방서 - - - - - - 929 0 929
시설관리

사업소
1 8 13 - 12 1 26,570 20,673 5,897

가축위생

연구소
1 1 2 - 1 1 2,996 1,873 1,123

읍면동

사무소
- - - - - - 22,065 18,664 3,40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 성과보고서는 ’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올해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설정의 부적정, 목표치 과다·과소 설정 등 일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목표 미달성 지표(32개)에 대한 예산 패널티를 적용하고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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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582,220 4,340,618 758,398 38,416,784

부채 총계 173,236 105,687 △67,549 2,638,387

비용 총계 622,093 863,262 241,170 6,750,427

수익 총계 982,807 1,113,269 130,461 7,235,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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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

정입니다.(‘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수시공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재정건전화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

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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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9,577 27,657 69.88

여성정책추진사업 6,094 5,780 94.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941 19,227 71.37

자치단체 특화사업 6,542 2,650 40.51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성인지 결산서의 집행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 >
행복도시세종>정보개방>결산정보공개)의 결산서 첨부서류(70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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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9 4,606,130 17 3,680,066 3,680,066 52 926,064 917,064

전년도(‘15) 64 3,855,512 13 3,044,541 3,044,541 51 810,971 801,971

증감 5 750,618 4 635,525 635,525 1 115,093 115,09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및 축제현황 : 별지작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신축한 청사가 없어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회청사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준공 후 우리 시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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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5 250,710 354 8,291 14.3 3.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94 480 199 234 354

금액 8,240 15,019 3,902 4,783 8,29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시는 조직 확대 및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계약 건 수가 급증하여, 수의계약 건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sejong.go.kr/finance > 계약정보 > 수의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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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세종특별자

치시
복지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종촌종합

복지센터
2014.11.21. 15,873 10,125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명, 년, 백만원)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잔존
가액

내용
연수

종촌

종합

복지센터

위탁 26 16,000 40,200 1,005 2,010 38,190 40 1,849 - △1,84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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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 - 5 - 3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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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우리 시 단층제 구조로서 군·구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23,700 408,900 418,500 57.83 102.35

※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목표율 : 56.35%

9-14.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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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6.3.15.
취득세 등 감면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255,474천원)
조치완료

감사원 2016.3.15.
공장 미운영 창업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 미추징

시정

(133,611천원)
조치완료

감사원 2016.3.15.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시정

(224,939천원)
조치완료

감사원 2016.3.15. 기념품 구입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조치완료

감사원 2016.3.15.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통보

(1,218,552천원)
조치완료

행정자치부 2016.9.12.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이행

시정

(84,453천원)

조치완료

(체납처분요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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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