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및 제25조(성과평가)

❍ 평가대상 :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전액 자체사업)

❍ 평가기간 : 2019. 4. ~ 7.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심사를 거쳐 여수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분과위 사전심사 후 본회 최종평가)

Ⅱ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내용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성과평가(60점)

평가항목 검토사항 배점

사 업  및
계 획
(15)

1-1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관 리
(25)

2-1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예산집행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성 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배점기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미만∼80점 80점미만∼70점 70점미만∼60점 60점 미만

내용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 모든 사항이 

실행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이 실행되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 

중 일부만 실시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해 원론적, 최소 

범위 내에서 실행

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한 노력수행이 

없는 경우

Ⅲ 성과평가 결과 : 붙임

 5 등급 
총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평가 결과]

건   수 466 149 139 124 43 11

비   율 100% 31% 29% 26% 9.5% 4.5%

Ⅳ 평가결과 처리

❍ 성과평가 결과는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   

①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 원칙적으로 계속지원 및 장려

② “보통”등급 ⇒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

③ “미흡”등급 ⇒ 10%이내 삭감 또는 개선대책 마련 등

④ “매우 미흡”등급 ⇒ 20%이내 삭감 또는 개선대책 마련 등

⑤ 평가결과 3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⑥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편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