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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제Ⅰ장  성과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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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70 140 163 408,117 407,659 459

친환경농업과 1 6 11 14 41,367 40,626 741

해양수산과 1 4 8 10 15,326 17,484 -2,158

종합민원실 1 1 2 4 2,458 1,033 1,425

문화관광과 1 7 15 9 6,287 9,943 -3,656

경제투자과 1 5 10 8 7,831 8,516 -685

환경공원과 1 5 10 26 18,150 16,170 1,980

주민생활지원실 1 5 10 10 12,339 14,091 -1,753

교육복지과 1 3 6 10 49,034 52,112 -3,078

안전건설방재과 1 4 8 6 37,912 42,456 -4,544

도서개발과 1 5 10 10 65,573 57,121 8,453

천일염산업과 1 1 3 1 6,198 5,331 867

세무회계과 1 2 4 6 51,048 47,901 3,147

행정지원실 1 2 7 7 23,043 22,362 681

기획홍보실 1 6 9 0 12,227 7,387 4,839

농업기술센터 1 2 4 11 6,606 6,437 169

보건소 1 1 4 16 11,153 6,356 4,798

의회사무과 1 1 2 1 1,007 983 24

상하수도사업소 1 6 12 13 33,074 44,651 -11,577

대광개발사업소 1 1 1 0 1,201 728 473

홍도관리사무소 1 2 2 0 498 508 -10

산업단지지원사업소 1 1 2 1 188 61 127

지도읍 0 0 0 0 517 482 36

압해읍 0 0 0 0 557 529 28

증도면 0 0 0 0 343 338 6

임자면 0 0 0 0 354 354 0

자은면 0 0 0 0 350 340 10

비금면 0 0 0 0 397 396 2

도초면 0 0 0 0 449 419 30

흑산면 0 0 0 0 616 605 11

하의면 0 0 0 0 331 330 1

제Ⅱ장  성과계획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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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신의면 0 0 0 0 310 300 10

장산면 0 0 0 0 313 292 20

안좌면 0 0 0 0 456 434 22

팔금면 0 0 0 0 273 255 18

암태면 0 0 0 0 329 328 1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 생산, 유통, 가공, 

저장, 관광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과)

● 농업 소득원 발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농업소득원발굴

41,350 12.15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

● 유기농 중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친환경농산물 인증

쌀 생산량 

증가율(식량작물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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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 생산, 유통, 가공, 

저장, 관광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과)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산물고정고객확보실

적

41,350 12.15

GAP 인증 면적 확대율

● 축산구조 개선 

친환경 가축질병 

발생근절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및 

가축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가축예방약품공급

조사료생산 활성화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원예생산기반 및 

인프라구축

생산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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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 생산, 유통, 가공, 

저장, 관광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과)

●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식품가공산업육성 41,350 12.15

● 수산자원조성

● 수평끈식 굴양식

● 수산가공산업 

지원확충 및 품질 

인증제도 강화

● 신안 돌김과 

갯벌낙지 브랜드가치 

제고

● 불법어업 근절 

(해양수산과)

● 어업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 어로시설 현대화 

추진

●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불법어업 단속

15,309 4.50

다목적인양기 설치율

● 양식어장의 

어장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

저온저장고 지원율

양식어장 정화실적

● 우리군 

수산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표시 

등록하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의 신뢰도 

제고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보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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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수산자원조성

● 수평끈식 굴양식

● 수산가공산업 

지원확충 및 품질 

인증제도 강화

● 신안 돌김과 

갯벌낙지 브랜드가치 

제고

● 불법어업 근절 

(해양수산과)

● 우리군 

수산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표시 

등록하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의 신뢰도 

제고

김활성처리제 지원율

15,309 4.50

● 연안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연안환경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증가율

방치폐선 처리량

● 지방3.0과 연계한 

민원행정 추진

●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 장기적인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종합민원실)

● 군민 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및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및 

친절 봉사행정 

기반구축

민원처리기간단축율

2,432 0.71

주거환경개선(빈집정

비+슬레이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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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특색있고 가치있는 

문화관광자원 조기 

확충

●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 마케팅 

전개로 200만 관광객 

유치 달성

●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문화관광과)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재 보수예산 

집행율

6,268 1.84

문화누리카드 사용율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횟수

● 관광편의시설 

수용태세 및 관광 

홍보체계 완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관광객 증가율

숙박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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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특색있고 가치있는 

문화관광자원 조기 

확충

●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 마케팅 

전개로 200만 관광객 

유치 달성

●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문화관광과)

● 관광편의시설 

수용태세 및 관광 

홍보체계 완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관광안내 인력 현황

6,268 1.84

●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

전시관 방문객 수

전시관 예산 지원현황

●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통정자 시설현황

공공체육시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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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특색있고 가치있는 

문화관광자원 조기 

확충

●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 마케팅 

전개로 200만 관광객 

유치 달성

●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문화관광과)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향상 도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6,268 1.84

체육단체 지원 증가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군민체육관 이용 증가

●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1인당 연간증서수

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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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기여 유도

●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민원발생 해소 

(경제투자과)

●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홍보제작비 

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수출지원)

7,818 2.30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증대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강화

에너지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분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효율적 

국토이용으로 균형개발 

촉진

도시계획관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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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기여 유도

●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민원발생 해소 

(경제투자과)

● 효율적 

국토이용으로 균형개발 

촉진

자전거섬 조성

7,818 2.30

●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 및 

개발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

●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

쾌적한 정주여건조성

옥외광고물개선으로

도시미관및 안정성 

도모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 산림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 증진 

(환경공원과)

●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공간 확충

야생동물 피해 예방율

18,129 5.3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 증가율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운영 관리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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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 산림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 증진 

(환경공원과)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운영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18,129 5.33

●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율

영농폐기물 수거율

● 환경가치가 높은 

생태환경 보전

철새전시관 이용객 

증가율

자연환경시설 확충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조림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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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 산림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 증진 

(환경공원과)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임도시설 확충량 18,129 5.33

● 따뜻한 선진복지 

건설

●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주민생활지원실)

●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호국문화를 확산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지원

● 효율적인 보훈단체 

운영 관리

참전유공자 지원

12,323 3.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적절성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주민생활 

보호

통합사례관리 달성률

긴급복지 지원율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보호 및 

안정된 삶을 보장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

의료급여 사례관리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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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따뜻한 선진복지 

건설

●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주민생활지원실)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도모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도모

실업대책 일자리 

참여자 수

12,323 3.62호국보훈 문화 확산

●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 정착 

유도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자 활동률

사회서비스 수혜율

● 노인이 행복한 

복지신안 건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 가정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 

(교육복지과)

● 당당하고 

원기왕성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

독거노인서비스 수혜율

49,019 14.40

기초연금 수급율

●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기 정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 

향상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수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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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노인이 행복한 

복지신안 건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 가정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 

(교육복지과)

●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기 정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 

향상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49,019 14.40

● 장애인 각종 급여 

적기 지원 및 안정된 

생활 유지 관리

●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요보호 아동의 건정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율

● 재난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으로 재난 

재해 대응능력 제고 

(안전건설방재과)

●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삶의 질 향상

지방도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37,800 11.10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행

● 자연재해 등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비상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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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재난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으로 재난 

재해 대응능력 제고 

(안전건설방재과)

● 생활주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사전재해예방과 

신속한복구

37,800 11.10

자연재해로인한안전복

지서비스강화

●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농가소득증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 주민만족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

● 해양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개선

● 편리한 

선진교통행정 구현

● 4계절 관광자원화 

(도서개발과)

● 소득기반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도서종합개발사업

65,558 19.26

지역개발사업

●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맞춤형 

테마관광 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증대

해변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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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주민만족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

● 해양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개선

● 편리한 

선진교통행정 구현

● 4계절 관광자원화 

(도서개발과)

●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맞춤형 

테마관광 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증대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65,558 19.26

● 생산기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 

도모

어업기반시설 확충

어촌체험마을 이용자

● 행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산어촌개발사업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 각종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지도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장착

● 이용자 중심의 

교통행정 조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도서민당 평균 

이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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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주민만족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

● 해양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개선

● 편리한 

선진교통행정 구현

● 4계절 관광자원화 

(도서개발과)

● 각종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지도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장착

● 이용자 중심의 

교통행정 조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도서민 이용객수 65,558 19.26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염전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신안천일염 우수성 

홍보 (천일염산업과)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유통구조 개선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천일염을 

관광사업(생태관광) 

연계로 새로운 

소득창출 도모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6,190 1.82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

●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회계처리

● 효율적 청사와 

공유재산 관리 

(세무회계과)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회계 

질서확립

군세 목표액 달성

5,914 1.74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확충

읍면청사 및 숙소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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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교육운영으로 

전문성 강화및 

직무역량 향상 도모

●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

● 각종 행정장비 보급 

및 정보화 IT 기반 

행정추진 (행정지원실)

● 직원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협력의 문화 구축

● 행정업무 

환경지원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효율적 운영

11,588 3.40

맞춤형복지점수 사용률

사회단체 공익활동 

참여율

행정전산장비 보급

● 지역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으로 

교육환경 개선 

● 도시와 농촌 학생 

학력 격차 해소

●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학교급식 

안전한 식자재 보급율

- 26 -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교육운영으로 

전문성 강화및 

직무역량 향상 도모

●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

● 각종 행정장비 보급 

및 정보화 IT 기반 

행정추진 (행정지원실)

● 지역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으로 

교육환경 개선 

● 도시와 농촌 학생 

학력 격차 해소

●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수준높은 영어학습 

기회제공 

11,588 3.4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청렴한 군정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행정수요 

미래예측을 위한 

법제,통계조사 강화 

(기획홍보실)

● 새로운 정책개발과 

군정 주요시책의 

합리적 기획․조정 

평가를 통한 군행정 

실행력 강화

주요업무 완료 및 

정산추진 사업 비율

2,204 0.65
●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여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차단하여 

군정 신뢰 구축

기획,주민,특별감사 

처리 건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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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청렴한 군정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행정수요 

미래예측을 위한 

법제,통계조사 강화 

(기획홍보실)

●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계획서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 

성관의 극대화로 

건정재정 도모

투자사업 심사율

2,204 0.65

세출예산 유보율

● 소식지와 다양한 

군정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언론보도 실적

군정 소식지 발간 횟수

●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자문 활용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 

향상

소송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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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청렴한 군정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행정수요 

미래예측을 위한 

법제,통계조사 강화 

(기획홍보실)

●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로 군민의 권인 

보호

자치법규 정비율 2,204 0.65

● 세계 일류 농식품 R&D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농업기술센터)

● 농업농촌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마련

농업인교육 참여율

6,455 1.90

농업기술 홍보실적

● 생태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원예특작시범사업 

농가소득향상율

농작업기 임대율

●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보건소)

●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인프라개선

●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축

●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강환경조성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10,786 3.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추진만족도

감염병발생률

- 29 -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보건소)

●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인프라개선

●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축

●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강환경조성

공중ㆍ식품위생수준향

상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

10,786 3.17

●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 

(의회사무과)

●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구현

의정활동 지원 횟수

992 0.29

의정활동  홍보지원 

건수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

●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상하수도사업소)

● 환경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도서민의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도서식수원공급(일반)

28,145 8.27

도서식수원공급(광역)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마을상수도유지보수

마을상수도 적정 현황

●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상수도 운영관리실적

● 하수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주경환경개선

마을하수처리장 건수

하수관거 진행현황

- 30 -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

●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상하수도사업소)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유지보수 실적

28,145 8.27

마을하수처리장 

33개소방류 수질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실적

●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관리

분뇨처리장 

유지보수실적

분뇨처리 재활용 

퇴비생산

● 천혜의 아름단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 세계화 맟줘가는 

신안튤립공원 조성 

(대광개발사업소)

● 천혜의 아름다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대광해변 및 튤립공원 

관광객 유치
1,147 0.34

● 관광객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홍도관리사무소)

●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실시 및 

관광객 유치

471 0.14

● 홍도천연보호구연 

보존 관리

환경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한 섬 이미지 제공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산업단지지원사업소)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테마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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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산업단지지원사업소)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도서 식생물원 조성
15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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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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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사각형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제Ⅲ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 생산, 유통, 가공, 저장, 관광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소관부서] 친환경농업과

● 지역 농업의 소득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실천 계획 제시
● 권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농업 소득원 발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2 3 1,661

● 유기농 중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2 3 33,925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3 851

● 축산구조 개선 친환경 가축질병 발생근절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및 가축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3 3,284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2 1 864

●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1 1 765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8 0 1 17 18

친환경농업과 18 0 1 17 18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유통, 축산, 
원예,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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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1,367 100.00 % 40,626 100.00 % 741 1.82%

정책사업 41,350 99.96 % 40,611 99.96 % 738 1.82%

행정운영경비 18 0.04 % 15 0.04 % 2 16.0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8 0.04 % 15 0.04 % 2 16.0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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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수산자원조성
● 수평끈식 굴양식
● 수산가공산업 지원확충 및 품질 인증제도 강화
● 신안 돌김과 갯벌낙지 브랜드가치 제고
● 불법어업 근절

[소관부서] 해양수산과

● 비교 우위에 있는 미래 전략사업 육성 및 해외 수출품 육성을 위한 산지가공시설 확충
●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 및 양식소득원 보급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어업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 어로시설 현대화 추진
●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2 1 5,239

● 양식어장의 어장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

2 2 2,861

● 우리군 수산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표시 등록하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의 신뢰도 제고

2 5 3,326

● 연안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연안환경 보전 2 2 3,883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5 0 1 14 18

해양수산과 15 0 1 14 18 수산정책, 어업생산, 수산유통, 
해양관리, 김산업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5,326 100.00 % 17,484 100.00 % △2,158 △12.34%

정책사업 15,309 99.89 % 17,470 99.92 % △2,16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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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18 0.11 % 14 0.08 % 4 26.8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8 0.11 % 14 0.08 % 4 26.81%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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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지방3.0과 연계한 민원행정 추진
●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 장기적인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소관부서] 종합민원실

● 군민 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
● 친절 봉사행정 기반구축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군민 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및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및 친절 봉사행정 
기반구축

2 4 2,432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2 0 1 31 38

종합민원실 32 0 1 31 38 종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건축, 
수산민원, 복합민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58 100.00 % 1,033 100.00 % 1,425 138.01%

정책사업 2,432 98.93 % 1,016 98.35 % 1,416 139.40%

행정운영경비 26 1.07 % 17 1.65 % 9 55.29%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6 1.07 % 17 1.65 % 9 55.2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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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 특색있고 가치있는 문화관광자원 조기 확충
●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 마케팅 전개로 200만 관광객 유치 달성
●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비교우위 자원의 융화를 통한 세계적인 예술의 섬 조성
● 창조적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한 천사섬 브랜드 제고
● 문화관광자원 보수정비 및 전승을 통한 문화가치 창조
●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을 누리는 환경 조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3 1,487

● 관광편의시설 수용태세 및 관광 홍보체계 
완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3 1 1,276

●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

2 1 71

●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1 1,394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향상 도모

2 1 1,728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1 1 241

●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2 1 70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7 0 1 16 21

문화관광과 17 0 1 16 21 문화예술, 관광정책, 관광개발, 
체육지원, 중국마케팅,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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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287 100.00 % 9,943 100.00 % △3,656 △36.77%

정책사업 6,268 99.70 % 9,882 99.40 % △3,614 △36.57%

행정운영경비 19 0.30 % 15 0.15 % 4 25.3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9 0.30 % 15 0.15 % 4 25.33%

재무활동 0 0.00 % 45 0.45 % △45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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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기여 유도
●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민원발생 해소

[소관부서] 경제투자과

● 지역경제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일자리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
●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도모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홍보제작비 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

2 3 6,580

●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2 1 24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강화 2 1 323

● 효율적 국토이용으로 균형개발 촉진 2 2 636

●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 및 개발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
●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2 1 37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3 0 1 12 15

경제투자과 13 0 1 12 15 지역경제, 투자개발, 기업유치,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831 100.00 % 8,516 100.00 % △685 △8.04%

정책사업 7,818 99.83 % 8,506 99.87 % △688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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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14 0.17 % 11 0.13 % 3 26.4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4 0.17 % 11 0.13 % 3 26.4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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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 산림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 증진

[소관부서] 환경공원과

● 녹색생활 실천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보다 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 자원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공간 
확충

2 2 1,365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운영 관리 2 2 53

●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 5 6,700

● 환경가치가 높은 생태환경 보전 2 3 502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2 14 9,508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9 0 1 28 25

환경공원과 29 0 1 28 25 환경관리, 환경시설, 자연환경, 
공원녹지, 경관조성, 산림보호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8,150 100.00 % 16,170 100.00 % 1,980 12.24%

정책사업 18,129 99.88 % 15,813 97.79 % 2,316 14.65%

행정운영경비 21 0.12 % 23 0.14 % △2 △7.7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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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본경비 21 0.12 % 23 0.14 % △2 △7.73%

재무활동 0 0.00 % 334 2.07 % △334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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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 따뜻한 선진복지 건설
●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실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호국문화를 확산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지원
● 효율적인 보훈단체 운영 관리

2 2 528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주민생활 보호

2 2 2,227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보호 및 
안정된 삶을 보장

2 4 8,962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도모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도모

2 1 361

●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 정착 유도

2 1 24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2 0 1 21 18

주민생활지원실 22 0 1 21 18 복지기획, 희망복지, 생활보장, 
통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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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339 100.00 % 14,091 100.00 % △1,753 △12.44%

정책사업 12,323 99.87 % 13,269 94.16 % △946 △7.13%

행정운영경비 16 0.13 % 14 0.10 % 2 16.67%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6 0.13 % 14 0.10 % 2 16.67%

재무활동 0 0.00 % 809 5.74 % △809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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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노인이 행복한 복지신안 건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 가정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

[소관부서] 교육복지과

● 노인복지 발전
●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발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당당하고 원기왕성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

2 3 35,803

●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기 정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 향상

2 3 5,788

● 장애인 각종 급여 적기 지원 및 안정된 생활 
유지 관리
●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요보호 아동의 건정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2 4 7,428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6 0 1 15 16

교육복지과 16 0 1 15 16 노인복지, 복지시설, 여성정책, 
장애인인권, 드림스타트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9,034 100.00 % 52,112 100.00 % △3,078 △5.91%

정책사업 49,019 99.97 % 52,098 99.97 % △3,079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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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15 0.03 % 14 0.03 % 2 11.59%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5 0.03 % 14 0.03 % 2 11.5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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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재난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으로 재난 재해 대응능력 제고

[소관부서] 안전건설방재과

● 생활주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 자연재해 등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업생산기반 시설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삶의 질 향상 2 1 1,284

● 자연재해 등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2 952

● 생활주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2 1 8,251

●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2 27,313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8 0 1 17 18

안전건설방재과 18 0 1 17 18 도로시설, 재난방재, 안전관리, 방조제, 
농업기반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7,912 100.00 % 42,456 100.00 % △4,544 △10.70%

정책사업 37,800 99.71 % 42,348 99.75 % △4,548 △10.74%

행정운영경비 17 0.04 % 13 0.03 % 4 33.3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7 0.04 % 13 0.03 % 4 33.33%

재무활동 95 0.25 % 95 0.22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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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 주민만족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
● 해양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개선
● 편리한 선진교통행정 구현
● 4계절 관광자원화

[소관부서] 도서개발과

● 도서지역의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 섬 개발확충과 성장촉진지역 개발로 도서민 삶의 질 향상
●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으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다양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소득기반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2 2 32,613

●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맞춤형 
테마관광 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증대

2 2 265

● 생산기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 도모

2 1 6,271

● 행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2 1 8,649

● 각종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지도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장착
● 이용자 중심의 교통행정 조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2 4 17,759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8 0 1 17 16

도서개발과 18 0 1 17 16 도서개발, 해양시설, 지역개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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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5,573 100.00 % 57,121 100.00 % 8,453 14.80%

정책사업 65,558 99.98 % 57,106 99.97 % 8,452 14.80%

행정운영경비 15 0.02 % 14 0.03 % 1 6.6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5 0.02 % 14 0.03 % 1 6.6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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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염전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신안천일염 우수성 홍보

[소관부서] 천일염산업과

●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염전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신안천일염의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유통구조 개선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천일염을 관광사업(생태관광) 연계로 새로운 
소득창출 도모

3 1 6,190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 0 1 9 9

천일염산업과 10 0 1 9 9 천일염기획, 천일염유통, 천일염홍보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198 100.00 % 5,331 100.00 % 867 16.26%

정책사업 6,190 99.86 % 5,323 99.85 % 866 16.27%

행정운영경비 9 0.14 % 8 0.15 % 0 0.0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9 0.14 % 8 0.15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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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회계처리
● 효율적 청사와 공유재산 관리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정확한 세입관리와 효율적 자금관리로 세입 확충
●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부과와 징수활동 추진
● 투명한 계약과 건전한 지출관리로 회계질서 확립 
● 효율적인 청사와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회계 
질서확립

2 5 1,041

●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2 1 4,874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7 0 1 36 36

세무회계과 37 0 1 36 36 세정, 부과, 징수, 세외수입, 재산관리, 
경리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1,048 100.00 % 47,901 100.00 % 3,147 6.57%

정책사업 5,914 11.59 % 6,112 12.76 % △198 △3.24%

행정운영경비 45,134 88.41 % 41,789 87.24 % 3,345 8.01%

인력운영비 45,068 88.28 % 41,724 87.11 % 3,344 8.01%

기본경비 66 0.13 % 64 0.13 % 2 3.0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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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교육운영으로 전문성 강화및 직무역량 향상 도모
●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
● 각종 행정장비 보급 및 정보화 IT 기반 행정추진

[소관부서] 행정지원실

● 조직내 갈등 해소와 활력 있는 조직운영
●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신안의 꿈 마인드 함양
● 자매도시․민간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 안정적인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직원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협력의 문화 구축
● 행정업무 환경지원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4 6 9,769

● 지역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으로 교육환경 
개선 
● 도시와 농촌 학생 학력 격차 해소
●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3 1 1,819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9 3 0 26 28

행정지원실 29 3 0 26 28 서무, 행정, 민관협력, 전산통신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3,043 100.00 % 22,362 100.00 % 681 3.04%

정책사업 11,588 50.29 % 11,854 53.01 % △267 △2.25%

행정운영경비 11,455 49.71 % 10,508 46.99 % 947 9.02%

인력운영비 11,361 49.30 % 10,417 46.58 % 944 9.06%

기본경비 95 0.41 % 91 0.41 % 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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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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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청렴한 군정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행정수요 미래예측을 위한 법제,통계조사 강화

[소관부서] 기획홍보실

● 현가능한 정책 기획을 통한 군 행정 실행력 강화
●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한 주요사업 심사 강화
●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
●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으로 군정홍보 기능 강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새로운 정책개발과 군정 주요시책의 합리적 
기획․조정 평가를 통한 군행정 실행력 강화

1 0 481

●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여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차단하여 군정 
신뢰 구축

2 0 13

●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계획서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 성관의 극대화로 
건정재정 도모

2 0 568

● 소식지와 다양한 군정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2 0 833

●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자문 활용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 향상

1 0 298

●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로 군민의 권인 보호 1 0 11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8 1 0 17 22

기획홍보실 18 1 0 17 22 기획의회,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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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227 100.00 % 7,387 100.00 % 4,839 65.51%

정책사업 8,204 67.10 % 7,368 99.74 % 836 11.35%

행정운영경비 22 0.18 % 19 0.26 % 3 16.7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2 0.18 % 19 0.26 % 3 16.72%

재무활동 4,000 32.72 % 0 0.00 % 4,0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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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세계 일류 농식품 R&D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 세계 일류 농식품 R&D 개발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으로 돈버는 농업지역 경제 활성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농업농촌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마련

2 5 3,170

● 생태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 경쟁력 제고

2 6 3,28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0 1 2 37 40

농업기술센터 40 1 2 37 40
지원기획, 인력육성, 농촌자원, 
식량작물, 소득기술, 특화작목, 
농업기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606 100.00 % 6,437 100.00 % 169 2.63%

정책사업 6,455 97.72 % 6,280 97.57 % 175 2.79%

행정운영경비 151 2.28 % 157 2.43 % △6 △3.73%

인력운영비 109 1.66 % 112 1.74 % △2 △2.01%

기본경비 41 0.63 % 45 0.70 % △4 △8.0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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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소관부서] 보건소

● 신안의 꿈! 건강신안, 행복신안 실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인프라개선
●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축
●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강환경조성

4 16 10,78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5 1 1 83 78

보건소 85 1 1 83 78 보건행정, 건강방문, 예방의약, 
위생관리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153 100.00 % 6,356 100.00 % 4,798 75.49%

정책사업 10,786 96.71 % 6,025 94.80 % 4,761 79.02%

행정운영경비 361 3.24 % 331 5.20 % 31 9.31%

인력운영비 332 2.97 % 301 4.73 % 31 10.21%

기본경비 30 0.27 % 30 0.47 % 0 0.00%

재무활동 6 0.05 % 0 0.00 % 6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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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 의정
●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상 확립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구현 2 1 992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4 0 3 11 13

의회사무과 14 0 3 11 13 의사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007 100.00 % 983 100.00 % 24 2.40%

정책사업 992 98.57 % 971 98.74 % 22 2.22%

행정운영경비 14 1.43 % 12 1.26 % 2 16.67%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4 1.43 % 12 1.26 % 2 16.67%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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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
●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군민에게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수질관리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 유지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환경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도서민의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2 2 11,355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2 1 539

●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1 3 3,156

● 하수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주경환경개선 2 2 10,769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 3 1,897

●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3 2 430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6 0 1 15 23

상하수도사업소 16 0 1 15 23 상수도시설, 상수도관리, 하수도시설, 
하수도관리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3,074 100.00 % 44,651 100.00 % △11,577 △25.93%

정책사업 28,145 85.10 % 32,685 73.20 % △4,539 △13.89%

행정운영경비 51 0.15 % 49 0.11 % 2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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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력운영비 31 0.10 % 34 0.08 % △3 △7.77%

기본경비 20 0.06 % 15 0.03 % 4 29.58%

재무활동 4,877 14.75 % 11,917 26.69 % △7,040 △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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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천혜의 아름단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 세계화 맟줘가는 신안튤립공원 조성

[소관부서] 대광개발사업소

● 국민광광지 조성 및 튤립공원 조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천혜의 아름다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1 0 1,147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 0 1 7 6

대광개발사업소 8 0 1 7 6 관리개발, 시설, 튤립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01 100.00 % 728 100.00 % 473 64.93%

정책사업 1,147 95.49 % 667 91.57 % 480 72.01%

행정운영경비 54 4.51 % 61 8.43 % △7 △11.87%

인력운영비 27 2.28 % 35 4.83 % △8 △22.04%

기본경비 27 2.22 % 26 3.60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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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관광객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소관부서] 홍도관리사무소

● 머무를 수 있는 관광객 유치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관광객 유치 1 0 107

● 홍도천연보호구연 보존 관리 1 0 364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6 0 1 5 3

홍도관리사무소 6 0 1 5 3 관리, 지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98 100.00 % 508 100.00 % △10 △1.98%

정책사업 471 94.62 % 480 94.57 % △9 △1.92%

행정운영경비 27 5.38 % 28 5.43 % △1 △2.92%

인력운영비 19 3.72 % 23 4.50 % △4 △18.86%

기본경비 8 1.66 % 5 0.93 % 4 73.84%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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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소관부서] 산업단지지원사업소

● 섬지역 테마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2 1 157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 0 1 7 12

산업단지지원사
업소 8 0 1 7 12 산단공항개발, 신안지역개발1팀, 

신안지역개발2팀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88 100.00 % 61 100.00 % 127 208.92%

정책사업 157 83.37 % 37 60.00 % 120 329.23%

행정운영경비 31 16.63 % 24 40.00 % 7 28.46%

인력운영비 20 10.78 % 17 27.19 % 4 22.42%

기본경비 11 5.86 % 8 12.81 % 3 41.28%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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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 농업 소득원 발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1) 주요내용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농업소득원발굴(명) 핵심 0.7

목표 260 265 270 275 280
억대 고소득 농업인 

수

억대 농업인 

조사
실적 265 265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명)

일반 0.3

목표 10 10 50 60 70
누진추진실적/전체

추진계획 ×100
지원실적

실적 12 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업소득원발굴

-고소득 농업인 발굴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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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유기농 중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1)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단지조성

● 유기농직불제 지원

●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 유지질ㆍ토양개량제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친환경농산물 인증(%) 핵심 0.7

목표 80 90 100 0 0
인증비 

지원건수/인증획득

건수*100

인증획득건

수

실적 90 95

쌀 생산량 

증가율(식량작물생산지원

)(%)

일반 0.3

목표 80 90 100 100 100 (현년도 쌀 

생산량-전년도 쌀 

생산량)/전년도쌀 

생산량*100

쌀 생산량

실적 90 9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쌀 생산량 증가율(식량작물생산지원)

-쌀 경영체 육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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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1) 주요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농산물 우수관리등 인증확대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농산물고정고객확보실적

(%)
핵심 0.7

목표 80 85 90 100 100

추진실적/당초계획

*100
지원실적

실적 85 90

GAP 인증 면적 확대율

(%)
일반 0.3

목표 50 55 60 70 80

면전누계/목표면적

수*100
GAP 인증실적

실적 55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산물고정고객확보실적

-농산물포장재및택배비 지원실적

○ GAP 인증 면적 확대율

- GAP 안정성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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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축산구조 개선 친환경 가축질병 발생근절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및 가축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1) 주요내용

● 축산, 가축방역

● 축산업 기반구축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유소년 승마단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가축예방약품공급(%) 핵심 0.7

목표 80 85 95 100 100

공급실적/전체계획

*100

가축방역실

적

실적 85 90

조사료생산 활성화(%) 일반 0.3

목표 70 75 85 90 95
조사료 

재배면적/조사료재

배목표*100

조사료재배

면적

실적 75 8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가축예방약품공급

-가축방역실적

○조사료생산 활성화

-조사료 재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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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1) 주요내용

●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

● 원예 특작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원예생산기반 및 

인프라구축(%)
핵심 0.7

목표 70 70 85 85 90

추진실적/당초추진

계획*100
결과보고서

실적 75 75

생산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공급(%)
일반 0.3

목표 70 75 80 85 85

추진실적/당초추진

계획*100
결과보고서

실적 75 7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원예생산기반 및 인프라구축

-생산기반확충량

○생산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공급

-생산시설개선 및 기계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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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1) 주요내용

● 섬초 명품화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식품가공산업육성(%) 핵심 1

목표 70 75 80 85 85

추진실적/당초추진

계획*100

섬초재배면

적

실적 75 7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식품가공산업육성

-포장재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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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어업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어로시설 현대화 추진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1) 주요내용

● 어업생산활동 지원

● 불법어업 지도단속

● 어업인 육성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불법어업 단속(건수) 핵심 0.7

목표 10 8 6 4 2

불법어업 적발 및 

단속건수
단속실적

실적 5 5

다목적인양기 설치율(%) 일반 0.3

목표 70 80 90 100 100
(설치 계획 

대수/설치 완료 

대수)*100%

시설량

실적 45 3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불법어업 단속

-과거단속실적

○다목적인양기 설치율

-계획대비 시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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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양식어장의 어장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

(1) 주요내용

● 수산증양식 사업

● 수산자원 회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저온저장고 지원율(%) 핵심 0.7

목표 100 80 90 100 100

(설치계획 개소/ 

준공개소)*100%
설치완료수

실적 100 50

양식어장 정화실적(%) 일반 0.3

목표 60 70 80 90 100
(폐기물처리계획톤

수/폐기물처리실톤

수)*100%

폐기물처리

실적

실적 100 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저온저장고 지원율

-수요조사

○양식어장 정화실적

-폐기물처리 계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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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우리군 수산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표시 
등록하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의 신뢰도 제고

(1) 주요내용

● 수산물 가치제고

● 향토산업 육성지원

● 게르마늄 젓갈

● 유통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보급율(%)
핵심 0.7

목표 60 70 80 90 100

(보급량/필요량)*1

00%
위판자료

실적 50 60

김활성처리제 지원율(%) 일반 0.3

목표 80 90 100 100 100

(지원계획량/보급

량)*100%

계획대비 

공급실적

실적 80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보급율

-위판량 대비용, 기사용 및 개선 비율

○김활성처리제 지원율

-시설책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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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연안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연안환경 보전

(1) 주요내용

● 방치폐선 처리사업

● 생태탐방로 조성 및 해양쓰레기 수거(갯벌습지 보전)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다국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선상집하장 지원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증가율(%)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금년실적-전년실

적)/전년실적*100%

수거처리실

적

실적 80 90

방치폐선 처리량(%)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방치폐선 

발생척수/방치폐선 

처리척수)*100%

방치폐선 

처리 실적

실적 90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증가율

-예산액대비 수거가능량

○방치폐선 처리량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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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군민 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및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및 친절 봉사행정 기반구축

(1) 주요내용

● 군민중심 친절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사업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신안등기소 관내이전 추진

● 개별공시지가 전수 조사

● 공간정보 및 토지정보시스템 백업 시스템 구축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사실 검증 및 결과 재진단

● 표준지 분포 및 적정성 일제조사

●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새주소 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사업

●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

●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

● 흑산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농어촌 폐건물 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육상 축제식 새우양식 허가요건 및 운영관리 원스톱 지원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민원처리기간단축율(%) 핵심 70

목표 60 60 60 60 60 ((법정처리기간-실

체처리기간)/법정

처리기간)*100

민원통계관

리
실적 60 0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처리건수/대상건

수)*100
사업완료건

실적 1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민원처리기간단축율

-민원처리기간(6일이상의 민원사무)단축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

-읍면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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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주요내용

● 신안 홍보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유․무형문화재 보수 정비

●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시설물 관리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문화재 보수예산 집행율(%) 일반 40

목표 80 80 80 80 80

집행액/예산액*100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예산서실적 84 0

문화누리카드 사용율(%) 일반 30

목표 80 80 80 80 80

발급액/사용액*100 통계보고서

실적 88 0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횟수(회)
일반 30

목표 15 15 10 10 10

지원횟수 지원공문

실적 22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문화재 보수예산 집행율

-예산현황, 집행실적

○문화누리카드 사용율

-예산현황,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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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관광편의시설 수용태세 및 관광 홍보체계 완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1) 주요내용

● 슬로시티 증도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안내 홍보물 정비 및 제작

● 노후 관광안내판 정비

● 문화관광 해설인력 관리 운영

● 다도해 섬 명소화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관광객 증가율(명) 핵심 40

목표 1,000,000 1,060,000 1,100,000 1,200,000 1,300,000
금년도관광객/전년
도관광객*100 통계자료

실적 1,000,000 0

숙박업소 현황(실) 일반 30

목표 2,687 2,700 2,800 2,900 3,000

숙박업체 객실수 통계자료

실적 2,687 0

관광안내 인력 현황(명) 일반 30

목표 30 33 35 37 40

관광안애 인원수 통계자료

실적 3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현황

○숙박업소 현황

-숙박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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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갯벌관리센터 운영 

● 갯벌관리센터 시설물 보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전시관 방문객 수(명) 일반 0

목표 40,000 50,000 55,000 60,000 60,000

년간 방문자수 통계자료

실적 51,000 0

전시관 예산 

지원현황(백만원)
일반 0

목표 1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년간 예산지원현황 에산서

실적 150,0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전시관 방문객 수

-방문객 현황

○전시관 예산 지원현황

-예산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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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주요내용

● 체육시설 지원

● 신안 공설운동장 건립

● 섬관광개발자원 발굴

● 임자 만구음관 복원 조성

● 하의 해양테마파크 조성

● 김환기 미술관 건립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신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전통정자 시설현황(개) 일반 0

목표 60 40 2 2 2

시설수 공문

실적 63 0

공공체육시설 사업 

추진(개소)
일반 0

목표 70 15 10 10 10

시설수 공문

실적 8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전통정자 시설현황

-정자 설치 현황

○공공체육시설 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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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향상 도모

(1) 주요내용

●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군대표선수 관리로 전문체육인 육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전년도 

집행액/금년도 

집행액*100

통계자료

실적 92 0

체육단체 지원 증가(회) 일반 0

목표 50 50 50 50 50

체육단체 지원횟수 지원 현황

실적 5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예산집행 현황

○체육단체 지원 증가

-예산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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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향상 도모

(1) 주요내용

●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군대표선수 관리로 전문체육인 육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전년도 

집행액/금년도 

집행액*100

통계자료

실적 92 0

체육단체 지원 증가(회) 일반 0

목표 50 50 50 50 50

체육단체 지원횟수 지원 현황

실적 5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예산집행 현황

○체육단체 지원 증가

-예산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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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1) 주요내용

● 군민체육관 시설 관리 및 지원

● 군민체육관 및 스포츠타운 시설물 보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군민체육관 이용 증가(회) 일반 0

목표 16 20 20 20 20

군민체육관 

이용횟수
사용신청서

실적 1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군민체육관 이용 증가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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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1)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지원 관리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우수 도서 구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1인당 연간증서수(권) 일반 0

목표 2,000 2,900 3,000 3,100 3,200

장서증가량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통계자료
실적 2,859 0

자료실 운영(권) 일반 0

목표 18,000 18,100 18,200 18,300 18,400

도서대출수 통계자료

실적 18,21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1인당 연간증서수

-장서구입 및 기증도서수

○자료실 운영

-도서대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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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홍보제작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

(1) 주요내용

●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사업

● 수출업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중소기업(수출지원)(%)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출물류비 

지원금

/수출물류비 

요구량)*100

e-호조 및 

수출업체 

지원요구금

액실적 100 0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일반 0.4

목표 3.2 3 3 3 3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제 원자재 상승 

등 경제상황 감안)

통계연보

실적 3.2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중소기업(수출지원)

-수출업체 및 농가 수출물류비 지원요구액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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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1) 주요내용

● 개발부지 매입

● 도시계획 수립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명)
핵심 0.6

목표 80만 95만 100만 110만 120만

관광객이용현황
관광통계/통

계연보

실적 90만 96만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증대(건)
일반 0.4

목표 100 100 101 102 103

mou현황
사업부서통

계/mou현황

실적 1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증도면 관광객 100만명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증대

-투자유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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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강화

(1) 주요내용

●국내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

  - 투자기업 사후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에너지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사업비/지

원금)*100

실적 100 0

산업분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건)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투자자 초청투어

잠재투자자 

투어 안내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에너지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업분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 수립

-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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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효율적 국토이용으로 균형개발 촉진

(1) 주요내용

●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 자전거 유지보수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도시계획관리고시(%) 핵심 0.9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청건수/고시건

수)

*100

전남도보 및 

시스템

실적 100 100

자전거섬 조성(%) 일반 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자전거 관리대수
관리대장 및 

보험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시계획관리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자전거섬 조성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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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및 개발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1) 주요내용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및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관 모델을 육성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친환경 디자인 발굴 및 산업화 유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

쾌적한 정주여건조성(건)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불법광고물 

단속건수

단속건수및

과태료부과

건수
실적 100 100

옥외광고물개선으로

도시미관및 안정성 

도모(건)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광고물정비

사업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 쾌적한 정주여건조성

-매월4회이상 출장복명서대체

○옥외광고물개선으로 도시 미관 및 안정성 도모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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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공간 확충

(1) 주요내용

● 기초환경 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야생동물 피해 예방율(%)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멧돼지 

포획(보상)실적/멧

돼지 포획 

개체수)*100

포획포상금 

신청건수

실적 100 1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 증가율(%)
핵심 0.7

목표 0 10 15 20 20 (당해년도 

이용객수-전년도이

용객수)/전년도 

이용객수*100

문화관광과 

관광객 통계

실적 0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야생동물 피해 예방율

-전년도 멧돼지 포획 건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 증가율

-문화관광과 통계 관광객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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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운영 관리

(1) 주요내용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일반 0.3

목표 4.4 4.7 5 5.3 5.5
(누적 

가입세대/신안군 

전체 세대)*100

탄소포인트

제 홈페이지 

가입지수 

조회실적 4.4 4.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점검업소수/대상

업소수)*100

지도점검 

기록부 조회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전라남도 목표치 설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종합지도 점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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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개선

●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

●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 슬레이이트 처리지원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율(%)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당해년도 시설 

누적건수/전년도까

지 시설 

누적건수)*100

사업추진결

과

실적 100 100

영농폐기물 수거율(%)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거량/수거목표

량)*100

월별수거내

역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율

-사업추진계획서

○영농폐기물 수거율

-전년대비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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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환경가치가 높은 생태환경 보전

(1) 주요내용

● 갯벌습지 보전

●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

● 철새관리

● 해양관광자원 시설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철새전시관 이용객 

증가율(%)
일반 0.3

목표 0 100 120 120 120
(당해년도 

이용객수/전년도 

이용객수)*100

철새전시관 

탐방객 

현황자료
실적 0 100

자연환경시설 확충(%) 핵심 0.7

목표 0 100 120 120 120 (당해년도 시설 

누적건수/전년도까

지 시설 

누적건수)*100

시설준공 등 

결과물

실적 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철새전시관 이용객 증가율

-자연환경보전사업 진행율

○자연환경시설 확충

-자엲환경보전사업 진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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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1) 주요내용

● 가로수 조성 및 섬공원화 사업

● 조림 사업

● 숲가꾸기 사업

● 임도사업

● 산림병해충 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조림사업 추진실적(%)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조림사업실적량/

조림사업계획량)*1

00

조림사업 

실적조사/준

공조서
실적 100 100

임도시설 확충량(%)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당해년도까지 

임도신설량/총조성

계획량)*100

준공조서

실적 248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조림사업 추진실적

-조림사업 계획량에 대한 사업 추진량(조림사업 실적률)

○임도시설 확충량

- 3차 임도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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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당당하고 원기왕성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

(1) 주요내용

● 행복더하기 노인교실 운영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보살핌

● 노인 무료급식 운영 지원

● 노인여가복지 시설 확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독거노인서비스 수혜율(%) 일반 40

목표 22 26 28 30 32
서비스 수혜자 

수/독거노인 

수*100

취약노인지

원시스템/복

지부
실적 24 0

기초연금 수급율(%) 핵심 60

목표 85 89 90 91 92
기초연금 수급자 

수/노인 인구 

수*100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8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독거노인서비스 수혜율

-최근3년평균치실적의 매년 1%씩 증가

○기초연금 수급율

-최근3년평균치실적의 매년 1%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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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기 정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 향상

(1) 주요내용

● 튼튼하고 알찬 아이사랑 보육

● 여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조성

●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수혜율(%)
일반 40

목표 0 21 23 26 29
위기청소년 수혜자 

수/관내 학생 

수*100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0 0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핵심 60

목표 7 15 20 23 27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 수/관내 

어린이집 수*100

보육통합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7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수혜율

-최근3년평균치실적의 매년 1%씩 증가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인증 기관 매년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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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장애인 각종 급여 적기 지원 및 안정된 생활 유지 관리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요보호 아동의 건정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1)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 지원

● 현금급여 지원(장애수당,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연금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 저소득 아동 지원(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일반 40

목표 90 92 93 94 95

참여인원/배정인원

*100

재정시스템/

행자부

실적 91 0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율(%)
핵심 60

목표 35 50 70 75 80

서비스 수혜자 

수/요보호 아동 수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3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최근3년평균치실적의 매년 1%씩 증가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율

-최근3년평균치실적의 매년 10%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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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호국문화를 확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지원
효율적인 보훈단체 운영 관리

(1) 주요내용

●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 참전유공자 지원

● 보훈단체 운영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참전유공자 지원(%) 일반 40

목표 90 95 96 0 0
(참전유공자 

지원수/참전유공자 

등록수)*100

재정시스템/

보훈청

실적 94 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적절성(%)
핵심 60

목표 5 5.5 5.7 0 0
(신규수급자 

수/총수급자 

수)*100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5.3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참전유공자 지원

-최근3년평균치 실적의 매년 1%씩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적절성

-전년도 실적의 매년 0.2%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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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주민생활 보호

(1)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통합사례관리 달성률(%) 일반 50

목표 39 40 41 0 0
(사례관리 

요청건수*30)+사례

관리계획 

수립건수*70)/사례

관리 전문요원 수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39.4 0

긴급복지 지원율(%) 일반 50

목표 95 97.5 98 0 0
(긴급복지 

지원건수/긴급복지 

신청건수)*100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97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통합사례관리 달성률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긴급복지 지원율

-최근 3년간 지원실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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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보호 및 안정된 삶을 보장

(1)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
일반 50

목표 8 10.5 11 0 0
자활특례사향 또는 
탈수급자 
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수급
자 수*100

사회보장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10 0

의료급여 사례관리 

달성률(%)
일반 50

목표 90 95.5 96 0 0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연간 
종결인원/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연간 종결 기준인

의료급여정
보시스템/복
지부

실적 95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

-최근 3년 평균치 실적의 매년 0.5% 증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달성률

-최근 3년 평규치 실적의 매년 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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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도모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도모

(1)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실업대책 일자리 참여자 

수(명)
핵심 50

목표 45 55 60 0 0

일자리 참여자 수

선정(심의회

, 

공모)결과/

공공근로심

의위원회, 

행자부, 

고용노동부

실적 50 0

호국보훈 문화 확산(명) 일반 50

목표 330 337 337 0 0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수

사업계획서 

및 위문결과

실적 337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실업대책 일자리 참여자 수

-최근3년간 평균치 실적의 매년 5명씩 증가

○호국보훈 문화 확산

-최근 3년간 평균치 실적유지(자연감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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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 정착 유도

(1)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원

● 기능.직능별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자 

활동률(%)
핵심 50

목표 10 15 18 0 0
(금년도 증가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전년도 

자원봉사 

참여인원)*100

1365 

포털시스템

실적 12 0

사회서비스 수혜율(%) 일반 50

목표 15 20 23 0 0
지역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 신안군 

인구수)*100

지원대상자

수/해당 단체

실적 16.1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자 활동률

-최근 3년간 지원실적 평균 매년 3%증가

○사회서비스 수혜율

-최근 3년 평균치 실적의 3%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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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삶의 질 향상

(1) 주요내용

● 위험도로 정비 사업 및 굴곡부 정비사업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지방도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추진실적/추진계

획)*100

추진계획보

고서

실적 80 0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행(%)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추진계획보

고서
실적 9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지방도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연도별사업계획추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행

-연도별 사업계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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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자연재해 등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주요내용

● 풍수해저감시설 및 생활주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추진율
재난대응결

과보고

실적 80 100

비상대비 강화(%)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추진실적/추진계

획)*100

국민안전처

주관비상대

비교육훈련

보고서실적 9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연도별사업계획추이

○비상대비 강화

-연도별사업계획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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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생활주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1) 주요내용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설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사전재해예방과 

신속한복구(%)
핵심 0.8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개선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사

업
실적 80 100

자연재해로인한안전복지

서비스강화(%)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금년도가입실적/

전년도가입실적)*1

00-100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사

업
실적 95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사전재해예방과 신속한복구

-연도별사업계획추이

○자연재해로인한안전복지서비스강화

-연도별사업계획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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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1) 주요내용

● 농업기반시설 및 배수로 공사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농가소득증대(%) 핵심 0.8

목표 100 100 100 100 100

(추진실적/추진계

획)*100

농업생산기

반시설

실적 80 100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농업생산기

반시설

실적 9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가소득증대

-연도별사업계획추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연도별사업계획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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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소득기반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1) 주요내용

● 도서종합개발사업

●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도서종합개발사업(%)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지역발전사

업 

평가보고서
실적 84.2 85

지역개발사업(%)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추

진계획보고

서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서종합개발사업

-연도별사업계획추이

○지역개발사업

-연도별사업계획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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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맞춤형 테마관광 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증대

(1) 주요내용

●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관리

● 해수욕장 수질조사

● 해수욕장 안전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해변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시설물 관리(%)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해변관광객 증가율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객수
실적 30 50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해변관광객 증가율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객수
실적 30 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해변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시설물 관리

-연도별 사업 계획 추이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연도별 사업 계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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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생산기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 도모

(1) 주요내용

●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

● 연안정비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 압해 공유수면 매립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어업기반시설 확충(%) 핵심 0.9

목표 80 80 80 80 80
연차별 

사업계획대비 

수행률

지특회계 

예산안

실적 70 70

어촌체험마을 이용자(명) 일반 0.1

목표 110 110 110 110 110

당해 어촌체험마을 

이용자수

어촌어항협

회 집계자료

실적 2,250 2,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어업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 대비 실제 달성

○어촌체험마을 이용자

-전년대비 당해년도 이용자수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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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행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1) 주요내용

● 천도천색마을 만들기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 0.9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지특회계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예산실적 100 100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일반 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추진율

명품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서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 추이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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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각종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지도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장착
이용자 중심의 교통행정 조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1) 주요내용

● 버스 공영제 추진

● 교통 사고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 작은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도서민당 평균 

이용횟수(회)
핵심 0.7

목표 40 45 45 45 45

당해년도 

이용횟수/도서민수

도서민 

운임지원관

리시스템
실적 42 45

도서민 이용객수(명) 일반 0.3

목표 105 105 105 105 105
당해년도 

이용객수/전년도이

용객수*100

 

운임지원관

리시스템
실적 116 1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서민당 평균 이용횟수

-연도별 통계 및 이용객 증가 추이

○도서민 이용객수

-연도별 통계 및 이용객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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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유통구조 개선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천일염을 관광사업(생태관광) 연계로 새로운 소득창출 도모

(1) 주요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사업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 각종 바둑리그 개최

● 소금박람회 신안천일염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ha)
핵심 0.5

목표 50 60 80 90 100

친환경 염전바닥재 군통계자료

실적 70 80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명)
일반 0.2

목표 50 60 80 90 100

개선계획 및 천일염 군통계자료

실적 70 80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개소)
일반 0.3

목표 50 60 80 90 100
장기저장시설계획 

등
군통계자료

실적 70 8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소금산업진흥법 소금제조시설기준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소금산업진흥법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

-소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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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회계 질서확립

(1) 주요내용

● 지방세입 처리 및 자금 관리

●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및 체납 징수

● 공정한 계약 및 정확한 회계처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군세 목표액 달성(%) 핵심 0.6

목표 100 100 101 102 103

(징수액/목표액)*1

00

지방세 

징수월보

실적 100 100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일반 0.4

목표 90 90 90 90 90 (2천만원이상 

전자계약건수/2천

만원이상 

총계약건수)*100

계약대장

실적 90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군세 목표액 달성

-부과세수에 대한 징수 목표액 달성율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전자계약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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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1) 주요내용

● 청사 및 읍면청사 신축 및 개보수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임대료 부과  등

● 관용 차량 취득 등 관리

● 관공선 수선 등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확충(%)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현년도 

대부료/전년도 

대부료)*100

세외수입 

대부료 

부과내역
실적 100 100

읍면청사 및 숙소 

개보수(%)
일반 0.4

목표 80 80 80 80 80
현년도 개보수 

건수/전년도 

개보수 건수)*100

e호조 

지출내역

실적 80 8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확충

-대부료 부과율

○읍면청사 및 숙소 개보수

-읍면 청사 및 숙소 개보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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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직원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협력의 문화 구축
행정업무 환경지원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1) 주요내용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s/w 보급

●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효율적 운영(%)
핵심 0

목표 70 70 80 90 100 (참여인원/계획인

원)*100실적 60 0

맞춤형복지점수 사용률(%) 일반 0

목표 90 95 95 95 95 (복지포인트 

사용액 / 

복지포인트 

배정액)*100

e호조 

재정시스템
실적 99 0

사회단체 공익활동 

참여율(%)
일반 0

목표 70 75 76 77 78
참여인원/계획인원

실적 60 0

행정전산장비 보급(%)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장비 교체대수 / 

장비 

교체요구대수)*100실적 1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효율적 운영

-공무원 집합교육 훈련비

○맞춤형복지점수 사용률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회단체 공익활동 참여율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행정전산장비 보급

-장비 교체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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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역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으로 교육환경 개선 
도시와 농촌 학생 학력 격차 해소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1) 주요내용

●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사업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학교급식 

안전한 식자재 보급율(%)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검사횟수-잔류농

약미검출건수)/검

사횟수*100실적 95 0

수준높은 영어학습 

기회제공 (%)
핵심 0

목표 70 70 70 70 70 (초중고생 중 

원어민 

교육인원/초중고생

수)*100실적 73 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반 0

목표 0 50 60 70 8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수/신청동아리

수)*100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학교급식 안전한 식자재 보급율

-친환경식자재 보급사업

○수준높은 영어학습 기회제공 

-영어학습 기회 제공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급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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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새로운 정책개발과 군정 주요시책의 합리적 기획․조정 평가를 통한 
군행정 실행력 강화

(1) 주요내용

● 군정 주요업무, 공약사항 관리

●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과제 개발

● 주요시책 기획, 조정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주요업무 완료 및 정산추진 

사업 비율(%)
핵심 10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완료 및 

정상사업/대상사업

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주요업무 완료 및 정산추진 사업 비율

-주요업무 보고 현황

-120-



정책사업목표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여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차단하여 군정 신뢰 구축

(1) 주요내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처리

● 종합감사, 특정감사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기획,주민,특별감사 처리 

건수(회)
핵심 60

목표 7 7 7 7 7

실시횟수 결과보고서

실적 7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처리 

건수(회)
일반 40

목표 200 200 200 200 200

실시횟수 결과보고서

실적 21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기획,주민,특별감사 처리 건수

-감사 활동 횟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처리 건수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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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계획서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 
성관의 극대화로 건정재정 도모

(1) 주요내용

●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재정계획 및 주요사업 투자사업 심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투자사업 심사율(건)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의뢰사업/대상사

업)*100
심의결과

실적 100

세출예산 유보율(%) 일반 40

목표 5 5 5 5 5

예산절감율
예산배정 

실적

실적 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투자사업 심사율

-투자사업 심사 결과

○세출예산 유보율

-예산 유보액 배정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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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소식지와 다양한 군정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1) 주요내용

● 지역․광역신문 등 구독을 통해 다양한 정보 행정에 접목

● 신문 및 간행물 구독

● 군정 소식지 발행 및 홍보활동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언론보도 실적(건) 핵심 60

목표 9,000 9,000 9,000 9,000 9,000

언론매체 보건 건수 보도자료

실적 9,098 0

군정 소식지 발간 횟수(회) 일반 40

목표 2 2 2 2 2

발간 횟수 소식지

실적 2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언론보도 실적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건수

○군정 소식지 발간 횟수

-군정 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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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자문 활용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 향상

(1) 주요내용

●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 체계 정립으로 고품질의 통계 정보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소송 승소율(%) 핵심 100

목표 0 0 0 0 0

(승소건소/종결건
수)*100 법원판결문

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소송 승소율

-승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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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로 군민의 권인 보호

(1)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자치법규 정비율(%) 핵심 100

목표 40 50 50 50 50

(정비건수/전체 

자치법규수)*100

자치법규현

황

실적 33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자치법규 정비율

-자치법규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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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농업농촌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마련

(1) 주요내용

● 농업인 전문교육 확대 및 농업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농업인교육 참여율(%)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참여인원/연

간 교육목표 

농업인수)×100

연간 

농업인교육 

추진계획 및 

결과실적 111 0

농업기술 홍보실적(%) 일반 0.3

목표 500 600 650 700 700

각종 언론매체 

보도건수

언론매체 

보도결과

실적 74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농업인교육 참여율

-농업인교육 수요조사 실시 희망인원

○농업기술 홍보실적

-과년도 보도결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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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생태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 
경쟁력 제고

(1) 주요내용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기계화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원예특작시범사업 

농가소득향상율(%)
핵심 0.7

목표 18 18 18 18 18
(시범농가소득-일

반농가소득/일반농

가 소득)×100

농가경영분

석

실적 20 0

농작업기 임대율(%) 일반 0.3

목표 20 22 24 26 28
(임대농가수/신안

군 전체 농가수) × 

100

임대농기계 

신청서 및 

결과분석
실적 2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원예특작시범사업 농가소득향상율

-과년도 시범농가소득 증기율 대비

○농작업기 임대율

-
과년도 농작업기 임대실적 및 
기계화율 증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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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인프라개선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축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강환경조성

(1) 주요내용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 통합건강증진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핵심 50

목표 72 73 74 75 76 (개보수대상보건기

관수/완료기관수)*

100

지방재정관

리시스템실적 72 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프

로그램추진만족도(%)
일반 20

목표 92 93 95 95 95 (만족도 

조사점수/참여자)*

100

자체실적 

보고서실적 92 0

감염병발생률(%) 일반 20
목표 0.08 0.08 0.08 0.08 0.08 (감염병발생자수/

주민등록인구수)*1

00

질병보건통

합관리시스

템실적 0.08 0

공중ㆍ식품위생수준향상

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회)
일반 10

목표 1,590 1,600 1,600 1,600 1,600
지도점검횟수

지도점검실

적(새올행정

시스템)실적 1,59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전년도 실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만족도

-전년도 실적

○감염병발생률

-전넌도 실적

○공중ㆍ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

-전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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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구현

(1) 주요내용

● 국내외 연찬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소통하는 지방의회 구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의정활동 지원 횟수(회) 핵심 60

목표 20 20 20 20 20
의정행사(수행) 

회의개최, 국내외 

연수실시

행사, 

회의횟수/의

회사무과
실적 20 20

의정활동  홍보지원 

건수(건)
일반 40

목표 6 10 10 10 10
언론보도, 

홍보물제작, 

의회소식지

홍보자료, 

제작

실적 9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의정활동 지원 횟수

-매년실시하는 의정활동 반영

○의정활동  홍보지원 건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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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환경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도서민의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1) 주요내용

● 도서식수원개발사업

● 소규모정수시설 개선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도서식수원공급(일반)

(건)
핵심 1

목표 13 17 10 10 8

도서식수원공급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
실적 13 17

도서식수원공급(광역)

(km)
핵심 1

목표 0 0 20 7 3

도서식수원공급(광

역)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
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도서식수원공급(일반)

-유인도서 72개소

○도서식수원공급(광역)

-유인도서 7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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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1)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38개소 유지 및 수질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마을상수도유지보수(건) 핵심 1

목표 100 120 130 150 200

상수도유지보수 건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
실적 0 0

마을상수도 적정 현황(건) 핵심 1

목표 28 28 28 28 28

적정 건
상수도종합

정보시스템

실적 2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마을상수도유지보수

-마을상수도 38개소

○마을상수도 적정 현황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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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1)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 및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상수도 운영관리실적(건) 핵심 1

목표 200 200 250 300 300

관리실적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
실적 2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상수도 운영관리실적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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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하수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주경환경개선

(1)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면단위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마을하수처리장 건수(건) 핵심 50

목표 1 0 3 0 2

하수처리장 건수

공사발주 

현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실적 0 0

하수관거 진행현황(km) 핵심 50

목표 9.18km 30.16km 15.15km 5.9km 0km

하수관거 연장

공사발주 

현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마을하수처리장 건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 진행현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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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 주요내용

● 하수종말처리시설4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 유지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유지보수 실적(건)
핵심 50

목표 50 50 55 60 66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도종합

정보관리시

스템
실적 51 72

마을하수처리장 

33개소방류 수질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실적(건)

핵심 50

목표 0 0 0 0 0 마을하수처리장 

수질초과여부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건수

하수도종합

정보관리시

스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유지보수 실적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종말처리장현황(4개소)

○마을하수처리장 33개소방류 수질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실적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마을하수처리장현황(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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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1) 주요내용

● 분뇨처리장 방류수질 관리

● 분노처리시설 유지보수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관리(건)
핵심 40

목표 0건 0건 0건 0건 0건
분뇨처리장 

방류수질 초과여부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실적 0건 0건

분뇨처리장 

유지보수실적(건)
핵심 30

목표 17건 18건 20건 22건 24건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보수 실적

e호조 

지방재정관

리시스템실적 17건 0

분뇨처리 재활용 

퇴비생산(포)
핵심 30

목표 3,000 3,000 3,300 3,600 4,200

부숙토생산량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운

영일지실적 2,700 3,0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관리

-법정방류수질기준

○분뇨처리장 유지보수실적

-분뇨처리장현황1개소

○분뇨처리 재활용 퇴비생산

-퇴비시설현황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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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천혜의 아름다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1) 주요내용

● 대광해수욕장 관리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

● 신안튤립공원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대광해변 및 튤립공원 

관광객 유치(명)
핵심 100

목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관광객 수 통계보고서

실적 290,00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대광해변 및 튤립공원 관광객 유치

-관광객  관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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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관광객 유치

(1) 주요내용

● 관광홍보실시 및 홍보용 책자 제작 배포

● 선진광광지 벤치마킹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관광홍보실시 및 관광객 

유치(명)
핵심 100

목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관광객현황
관광객집계

표

실적 148,208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관광홍보실시 및 관광객 유치

-일일 관관객 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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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1) 주요내용

● 세계 해태(해치) 테마공원조성

● 신안 섬 암석공원조성

● 명품 가로수길 조성

● 도서 식생물원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테마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70

목표 10 30 50 80 100

관광객 유입현황
매표현황 및 

방문객현황

실적 10 0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도서 

식생물원 조성(%)
일반 30

목표 10 30 50 80 100

관광객 유입현황
매표현황 및 

방문객현황

실적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테마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년도별이용객증가추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도서 식생물원 조성

-년도별이용객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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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0-

user
사각형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총 계 330,054

친환경농업

과

● 농업 소득원 발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농업소득원발굴(명) 270 정량 결과

1,661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명)

50 정량 결과

● 유기농 중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친환경농산물 인증(%) 100 정량 결과

33,925
쌀 생산량 

증가율(식량작물생산지원

)(%)

100 정량 결과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산물고정고객확보실적(

%)
90 정량 결과

851

GAP 인증 면적 확대율(%) 60 정량 결과

● 축산구조 개선 친환경 

가축질병 발생근절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및 

가축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가축예방약품공급(%) 95 정량 결과

3,284

조사료생산 활성화(%) 85 정량 결과

●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및 명품화

원예생산기반 및 

인프라구축(%)
85 정량 결과

864
생산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공급(%)
80 정량 결과

●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식품가공산업육성(%) 80 정량 결과 765

해양수산과

● 어업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 어로시설 현대화 추진

●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불법어업 단속(건수) 6 정량 결과 5,239

제Ⅴ장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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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해양수산과

● 어업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 어로시설 현대화 추진

●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다목적인양기 설치율(%) 90 정량 결과 5,239

● 양식어장의 어장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

저온저장고 지원율(%) 90 정량 결과

2,861

양식어장 정화실적(%) 80 정량 결과

● 우리군 수산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표시 

등록하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의 신뢰도 제고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보급율(%)
80 정량 결과

3,326

김활성처리제 지원율(%) 100 정량 결과

● 연안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연안환경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증가율(%)
100 정량 결과

3,883

방치폐선 처리량(%) 100 정성 결과

종합민원실

● 군민 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및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및 

친절 봉사행정 기반구축

민원처리기간단축율(%) 60 정량 결과

2,432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100 정량 결과

문화관광과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재 보수예산 집행율(%) 80 정량 투입

1,487

문화누리카드 사용율(%) 80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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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문화관광과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횟수(회)
10 정량 결과 1,487

● 관광편의시설 수용태세 

및 관광 홍보체계 완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관광객 증가율(명) 1,100,000 정량 결과

1,276숙박업소 현황(실) 2,800 정량 결과

관광안내 인력 현황(명) 35 정량 투입

●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

전시관 방문객 수(명) 55,000 정량 결과

71

전시관 예산 

지원현황(백만원)
150,000 정량 투입

●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통정자 시설현황(개) 2 정량 투입

1,394

공공체육시설 사업 

추진(개소)
10 정량 결과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향상 도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100 정량 결과

1,728

체육단체 지원 증가(회) 50 정량 투입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군민체육관 이용 증가(회) 20 정량 결과 241

●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1인당 연간증서수(권) 3,000 정량 결과

70

자료실 운영(권) 18,200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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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경제투자과

●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홍보제작비 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수출지원)(%) 100 정량 결과

6,580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3 정량 결과

●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명)
100만 정량 결과

242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증대(건)
101 정량 결과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강화

에너지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100 정량 결과

323
산업분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건)

100 정성 과정

● 효율적 국토이용으로 

균형개발 촉진

도시계획관리고시(%) 100 정성 과정

636

자전거섬 조성(%) 100 정량 결과

●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 및 

개발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

●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

쾌적한 정주여건조성(건)
100 정량 결과

37

옥외광고물개선으로

도시미관및 안정성 

도모(건)

100 정성 결과

환경공원과

●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공간 확충

야생동물 피해 예방율(%) 100 정량 결과

1,36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 증가율(%)
15 정량 결과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운영 관리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5 정량 결과

5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100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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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환경공원과

●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율(%) 100 정량 결과

6,700

영농폐기물 수거율(%) 100 정량 결과

● 환경가치가 높은 

생태환경 보전

철새전시관 이용객 

증가율(%)
120 정량 결과

502

자연환경시설 확충(%) 120 정량 결과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조림사업 추진실적(%) 100 정량 결과

9,508

임도시설 확충량(%) 100 정량 결과

주민생활지

원실

●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호국문화를 확산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지원

● 효율적인 보훈단체 운영 

관리

참전유공자 지원(%) 96 정량 결과

5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적절성(%)
5.7 정량 결과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주민생활 

보호

통합사례관리 달성률(%) 41 정량 과정

2,227

긴급복지 지원율(%) 98 정량 결과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보호 및 

안정된 삶을 보장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
11 정량 결과

8,962

의료급여 사례관리 

달성률(%)
96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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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주민생활지

원실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도모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도모

실업대책 일자리 참여자 

수(명)
60 정량 결과

361

호국보훈 문화 확산(명) 337 정량 결과

●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 

정착 유도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자 

활동률(%)
18 정량 결과

246

사회서비스 수혜율(%) 23 정량 결과

교육복지과

● 당당하고 원기왕성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

독거노인서비스 수혜율(%) 28 정량 결과

35,803

기초연금 수급율(%) 90 정량 결과

●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기 정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 향상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수혜율(%)
23 정량 결과

5,788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20 정량 과정

● 장애인 각종 급여 적기 

지원 및 안정된 생활 유지 

관리

●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요보호 아동의 건정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93 정량 과정 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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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교육복지과

● 장애인 각종 급여 적기 

지원 및 안정된 생활 유지 

관리

●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요보호 아동의 건정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율(%)
70 정량 결과 7,428

안전건설방

재과

●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삶의 질 향상

지방도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100 정량 결과

1,284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행(%)
100 정량 결과

● 자연재해 등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100 정성 결과

952

비상대비 강화(%) 100 정량 결과

● 생활주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사전재해예방과 

신속한복구(%)
100 정량 결과

8,251

자연재해로인한안전복지

서비스강화(%)
100 정량 결과

●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농가소득증대(%) 100 정량 결과

27,313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00 정량 결과

도서개발과

● 소득기반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도서종합개발사업(%) 100 정량 결과

32,613

지역개발사업(%) 100 정량 결과

●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맞춤형 

테마관광 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증대

해변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시설물 관리(%)
100 정량 산출

265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100 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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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도서개발과

● 생산기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 도모

어업기반시설 확충(%) 80 정량 과정

6,271

어촌체험마을 이용자(명) 110 정량 산출

● 행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산어촌개발사업(%) 100 정량 결과

8,649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100 정량 결과

● 각종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지도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장착

● 이용자 중심의 교통행정 

조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도서민당 평균 

이용횟수(1인당이용횟수(

회))

45 정량 결과

17,759

도서민 

이용객수(도서민이용객(

명))

105 정량 산출

천일염산업

과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유통구조 개선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천일염을 

관광사업(생태관광) 

연계로 새로운 소득창출 

도모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ha)
80 정성 결과

6,190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명)
80 정성 결과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개소)
80 정량 결과

세무회계과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회계 

질서확립

군세 목표액 달성(%) 101 정량 결과

1,041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90 정량 결과

●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확충(%)
100 정량 결과 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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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세무회계과
●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읍면청사 및 숙소 

개보수(%)
80 정량 결과 4,874

행정지원실

● 직원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협력의 문화 구축

● 행정업무 환경지원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효율적 운영(%)
80 정량 산출

9,769

맞춤형복지점수 사용률(%) 95 정량 산출

사회단체 공익활동 

참여율(%)
76 정량 산출

행정전산장비 보급(%) 100 정량 산출

● 지역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보급으로 교육환경 

개선 

● 도시와 농촌 학생 학력 

격차 해소

●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학교급식 

안전한 식자재 보급율(%)
100 정량 산출

1,819
수준높은 영어학습 

기회제공 (%)
70 정량 산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0 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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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기획홍보실

● 새로운 정책개발과 군정 

주요시책의 합리적 

기획․조정 평가를 통한 

군행정 실행력 강화

주요업무 완료 및 정산추진 

사업 비율(%)
100 정량 결과 481

●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여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차단하여 군정 

신뢰 구축

기획,주민,특별감사 처리 

건수(회)
7 정량 결과

13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처리 

건수(회)
200 정량 결과

●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계획서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 성관의 

극대화로 건정재정 도모

투자사업 심사율(건) 100 정량 결과

568

세출예산 유보율(%) 5 정량 결과

● 소식지와 다양한 군정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언론보도 실적(건) 9,000 정량 결과

833

군정 소식지 발간 횟수(회) 2 정량 투입

●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자문 활용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 향상

소송 승소율(%) 0 정량 결과 298

●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로 군민의 권인 보호
자치법규 정비율(%) 50 정량 결과 11

농업기술센

터

● 농업농촌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마련

농업인교육 참여율(%) 100 정량 결과

3,170

농업기술 홍보실적(%) 650 정량 결과

● 생태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원예특작시범사업 

농가소득향상율(%)
18 정량 결과

3,286

농작업기 임대율(%) 24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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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보건소

●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인프라개선

●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축

●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강환경조성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74 정량 결과

10,786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프

로그램추진만족도(%)
95 정량 결과

감염병발생률(%) 0.08 정량 결과

공중ㆍ식품위생수준향상

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회)
1,600 정량 결과

의회사무과
●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구현

의정활동 지원 횟수(회) 20 정량 결과

992

의정활동  홍보지원 

건수(건)
10 정량 결과

상하수도사

업소

● 환경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도서민의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도서식수원공급(일반)(건

)
10 정량 결과

11,355

도서식수원공급(광역)(km

)
20 정량 결과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마을상수도유지보수(건) 130 정량 결과

539

마을상수도 적정 현황(건) 28 정량 결과

● 지방상수도 13개소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상수도 운영관리실적(건) 250 정량 결과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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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
성격

상하수도사

업소

● 하수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주경환경개선

마을하수처리장 건수(건) 3 정량 결과

10,769

하수관거 진행현황(km) 15.15km 정량 결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유지보수 실적(건)
55 정량 결과

1,897마을하수처리장 

33개소방류 수질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실적(건)

0 정량 결과

●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관리(건)
0건 정량 결과

430
분뇨처리장 

유지보수실적(건)
20건 정량 결과

분뇨처리 재활용 

퇴비생산(포)
3,300 정량 결과

대광개발사

업소

● 천혜의 아름다운 

국민관광지 대광해변 조성

대광해변 및 튤립공원 

관광객 유치(명)
300,000 정량 결과 1,147

홍도관리사

무소

●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실시 및 관광객 

유치(명)
150,000 정량 결과 107

● 홍도천연보호구연 보존 

관리

환경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한 섬 이미지 제공(회)
50 정량 결과 364

산업단지지

원사업소

● 대형 

SOC사업(새천년대교) 

추진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도서에 대한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

테마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0 정량 결과

157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도서 

식생물원 조성(%)
50 정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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