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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482억 1,98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5조 4,463억 8,175만원의 10.1%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5,148억 4,871만원(93.9%),
- 수납액은 5,145억 3,717만원(징수결정액의 99.9%),
- 미수납액은 3억 1,154만원(징수결정액의 0.1%)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결산서 37～46, 75～76, 79～80쪽)
구 분
합 계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
축 산 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단위: 천원)

비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비율)
548,219,893 514,848,710 514,537,165 311,545 93.9%
21,626,167
9,040,117
231,347,339
182,134,080
98,960,275
4,000,105
1,111,810

18,998,177
9,306,560
228,689,120
142,248,423
109,974,720
4,439,006
1,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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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7,209 100,968
9,234,556 72,004
228,582,359 106,761
142,227,540 20,883
109,969,076 5,644
4,439,006
0
1,187,419 5,285

88
103
99
78
111
111
107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54억 2,806만원으로〈전 연도: 7,012억 1,992만원〉,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조 4,463억 8,175만원의 13.7%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917억 2,307만원(92.8%),
이월액은 448억 4,169만원(6.0%)이며,
집행잔액은 88억 6,329만원(1.2%)임.〈전 연도 62억 7,460만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결산서 117～170, 279～297쪽)
구

분

합 계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예산현액

지출액

(단위: 천원)

비 고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745,428,058 691,723,073 44,841,690 8,863,295 1.2
34,502,509 31,698,646 2,713,630 90,233 0.3
50,904,208 50,571,678 271,812 60,718 0.1
282,336,282 276,707,285 50,208 5,578,789 2.0
219,461,979 176,841,952 41,306,040 1,313,987 0.6
138,036,126 137,141,169
894,957 0.6
14,388,284 13,152,156 500,000 736,128 5.1
5,798,670 5,610,187
188,48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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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이용: 해당없음
다. 예산전용: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 해당 없음
마. 계속비 집행: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결산서 355쪽)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계
6건
14,361,700 10,870,888
업무추진
농업정책과 3농혁신
74,000
0
(연구용역비)
6차산업 활성화 1,464,000 1,184,000
농업정책과 지역단위
지원 (출연금)
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자치단체자본보조) 11,845,000 9,485,000
및 직거래 80,000
농산물유통과 지역농산물
0
활성화(연구용역비)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지원
398,700 201,888
(전산개발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융복합검사기반
500,000
구축(시설비)

○ 사고이월(결산서 356～357쪽)
구 분 사
사고이월

업
11건

(단위: 천원)
이월사유

이월액
3,485,442
73,630 국가푸드플랜등중앙부처
계획과연계추진
정부 인센티브
280,000 2016년말
사업비지원받아사용
국비 교부지연
2,360,000 중앙정부
및사업자선정지연
75,000 용역기간 부족
개장
196,812 학교급식지원센터
일정과 연계 추진
500,000 설계비 명시이월

(단위: 천원)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120,161,540 78,805,293 41,356,247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

○ 계속비 이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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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부서별 결산 내역(결산서 373～375쪽)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단위: 천원)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9,025,000 8,025,000 1,000,000

0

농업정책과

4,050,000 3,050,000 1,000,000

0

친환경농산과

3,350,000 3,350,000

0

0

농촌마을지원과

1,625,000 1,625,000

0

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결산서 361쪽)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단위: 천원)
이월사유

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자치단체자본보조) 4,050,000 3,050,000 1,000,000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 사고이월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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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출결산 주요집행 잔액(1천만원 이상)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120쪽)
○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123쪽)

1,080만원
5,750만원

【농산물유통과】
○ 농식품해외시장개척(민간경상보조) (126쪽)

2,703만원

【친환경농산과】
○ 조건불리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쪽) 1억 3,358만원
○ 밭농업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 (136쪽) 29억 8,756만원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 (138쪽) 9억 2,351만원
○ 충남쌀 홍보 및 판촉추진(사무관리비) (140쪽)
1,000만원
○ 친환경농업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2쪽) 9억 7,920만원
○ 경관보전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 (142쪽) 1억 4,172만원
○ 광역단위친환경생산,유통조직육성(민간경상보조) (142쪽) 1억 6,000만원
○ 채소류생산안정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145쪽) 1억 5,151만원
○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145쪽)
7,400만원
【농촌마을지원과】
(149쪽) 12억 9,400만원
○ 배수개선(민간사업보조)
○ 가뭄대책 환경영향조사(연구용역비) (151쪽)
1,2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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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과】
○ 기타가축개량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160쪽)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62쪽)
(자치단체경상보조)
○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165쪽)
○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장비지원 (165쪽)
(자치단체자본보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자치단체자본보조) (166쪽)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지원 (16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부숙도 판정기 (167쪽)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16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축산기술연구소】
○ 청사관리및기능강화(재료비) (280쪽)
○ 종돈시험연구및검정(시험연구비) (280쪽)
○ 한우사양관리및개량(시설비및부대비) (282쪽)
○ 한우사양관리및개량(자산취득비) (282쪽)
○ 한우젖소개량자본지원(시설비및부대비) (282쪽)
【동물위생시험소】
○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28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중방역수의사인건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 (288쪽)
○ 해외전염병진단(공공운영비) (289쪽)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지원 (29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292쪽)
(자산취득비)
○ 인건비(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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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만원
3억 6,000만원
7,377만원
2억 4,500만원
9,450만원
3,120만원
1,950만원
3,250만원
1,474만원
1,226만원
5,390만원
7,105만원
1,976만원
4,725만원
1,866만원
2,659만원
2,205만원
1,712만원
5억 311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5,482억원) 대비 징수결정액(5,148억원) 비율은 93.9%
수준으로, 세입예산편성이 적절 하였다고 사료되며,
- 농업정책과 88%, 농촌마을지원과 78%로 징수결정액 비율이
낮은 사유와,
○ 징수결정액 중 농업정책과 1억 96만원이 수납되지 못했는데,
〈결산서 37쪽〉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7,454억원) 대비 지출액(6,917억원) 비율은 92.8% 이며,
- 이월액은 448억원으로 전년(311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88억원으로(1.2%)
전반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농업정책과】
○ 결산서 123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
보조)’ 예산현액 1억 1,500만원의 50%인 5,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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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과】
○ 결산서 126쪽,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민간경상보조)’ 예산
현액 6,300만원의 43%인 2,7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친환경농산과】
○ 결산서 145쪽,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7,400만원의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결산서 16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3,12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부숙도
판정기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1,950만원의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동물위생시험소】
○ 결산서 296쪽 ‘인건비(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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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사업비 관련】
○ 명시이월사업(결산서 355쪽)
- ‘3농혁신 업무추진(연구용역비)’ 등 6건, 34억 8,544만원으로
농정국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0.5%로 전년(0.7%)보다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사업(결산서 356～357쪽)
-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연구용역비)’ 등 11건
413억 5,624만원으로써, 이월사업이 전년(265억 2,706만원)보다
크게 증가된 사유와 예산집행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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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개
요>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33건의 지출 결정액 112억 3,695만원 중
- 지출액은 112억 3,020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675만원 임.
가. 예비비 지출내역(결산서 339～341쪽)

(단위: 천원)

출 지출액 집행 지 출 사 유
부서 사 업 명 지
결정액
잔액
계
33건
11,236,950 11,230,199 6,751
식량작물의 안정적 1,709,145 1,709,145 0 우박, 가뭄피해 복구비
친환경
농산과 생산 지원 등(4건)
등 8,555,200 8,548,449 6,751 AI 관련 긴급방역비 및
축산과 악성전염병예방
(10건)
살처분 보상금 등
해외전염병 진단 및 921,605 921,605 0 AI 관련 긴급방역비 및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질병검진확대(14건)
살처분 보상금 등
종돈사양관리 및 51,000 51,000 0 AI 관련 긴급방역비
축산기술
연구소 개량 등(5건)

나.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과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지원 및 살처분 농가의 경영 생활안정
보상금 등 집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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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결산내역(기금결산서 1, 2, 3, 7, 20쪽)
○ 조성총괄(1쪽)
2017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증감액
25,115,007 660,518 303,818 356,700

(단위: 천원)

2017년도말 비고
현재액
25,471,707

○ 조성 세부명세(2쪽)
- 근 거: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농어업인 육성, 농어업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증대
- 설치연도: 1990년
- 재원조달: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전년도까지 조성액: 25,115,007천원
- 당해연도 조성액: 660,518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303,818천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25,471,707천원(356,700천원 증가)
○ 기금 운용명세(3, 7, 20쪽)
- 수입: 25,775,525천원(예치금회수 25,115,007, 이자 660,462, 기타 56)
- 지출: 25,775,525천원(예치금 25,471,707, 사업비 303,818)
․농어민소득증대(이차보전금): 258,818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민간경상보조): 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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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1억 1,500만원으로, 3억 5,670만원이 증가하여,
2017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54억 7,170만원 임.
○ 수입결산 내역중 이자수입액이 6억 6,051만원으로
전년(6억 2,721만원) 대비 증가하였으며(3,330만원)
수입계획액(3억 1,928만원) 대비 3억 4,123만원을 초과 달성 하였음.
○ 지출결산 내역중 이차 보전금은 2억 5,88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2억 3,99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출계획 4억 8,000만원
대비 달성도가 54% 수준임.
○ 수입결산 내역 중 수입계획액 대비 이자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차보전금)이 지출계획 대비
54%로써, 2016년 30% 수준에 이어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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