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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공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77개)-단위사업(203개)’로 구

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공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77 141 12 120 9 932,610 925,872 6,738

기획예산담당관 1 3 3 2 1 0 72,426 25,775 46,651

시민소통담당관 1 1 3 0 3 0 2,612 2,642 △30

감사정보담당관 1 2 4 0 4 0 2,627 72 2,555

시민자치국 1 15 30 2 26 2 172,414 161,424 10,990

문화복지국 1 17 26 1 23 2 325,692 319,315 6,377

경제도시국 1 22 40 3 35 2 223,456 284,540 △61,084

의회사무국 1 1 2 1 1 0 2,336 2,162 174

농업기술센터 1 9 22 3 18 1 85,957 87,450 △1,492

보건소 1 4 8 0 7 1 22,208 18,102 4,106

사업소 1 3 3 0 2 1 8,241 6,401 1,840

읍면동사무소 0 0 0 0 0 0 14,641 17,989 △3,34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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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prog/yesanInfo/YESAN04/kr/sub02_19_10/list.do)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657,601 3,830,598 172,997 3,516,945

부채 총계 30,859 31,770 911 65,034

비용 총계 745,543 771,946 26,402 677,981

수익 총계 816,218 892,153 75,935 801,2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ongju.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공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시

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

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공주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1,819 53,210 74.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427 3,230 94.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141 25,644 88.00

자치단체 특화사업 39,251 24,336 62.00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prog/yesanInfo/YESAN02/kr/sub02_19_05/list.do)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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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공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31 4,583,684 30 4,580,834 4,580,334 1 2,850 2,850

2020년(B) 30 6,773,163 28 6,701,146 6,701,146 2 72,017 72,017

증감(A-B) 1 △2,189,479 2 △2,120,312 △2,120,812 △1 △69,167 △69,16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

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 건, 천원)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4,583,684 500 4,583,184 -

1 ① 노인복지행사
2021.01.01.~

2021.10.01.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표

창패 제작 지원 및 노인회관 준

공식(직접 59.2% + 위탁 40.8%)

11,755 0 11,755
경로장

애인과

041-840-

8097

2 ① 고령친화도시
2021.01.01.~

2021.12.31.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 19% + 직접 81%)

17,789 0 17,789
경로장

애인과

041-840-

8097

3 ⑥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한마음

행사

2021.12.05.~

2021.12.05.

-기업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

연, 모범근로자 표창 등

-기업인 상호교류, 지역경제 활

성화, 정보교환, 경영자 간의 

추진력 도모

19,325 0 19,325 경제과
041-840-

8907

4 ④
웅진성수문병근

무교대식

2021.03.31.~

2021.12.31.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기타 

부대행사
198,614 0 198,614 관광과

041-840-

8111

5 ④ 계룡산산신제
2021.04.26.~

2021.04.27.

향교 수신제, 신원사 중악단 산

신제, 마을제례, 사진전시 등
21,689 0 21,689 관광과

041-840-

8093

6 ④ 백제문화제
2021.09.25.~

2021.10.03.

-5대왕추모제, 영산대제, 혼불

채화, 무령왕헌공다례

 -웅진판타지아 (무관중, 온라

인 공연) 및 기타 온라인 프

로그램

 -2021 대백제전 대비 소품보강

1,427,704 0 1,427,704 관광과
041-840-

8112

7 ④
석장리 구석기 

축제

2021.05.05.~

2021.05.08.

구석기를 주제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68,169 0 468,169 관광과

041-840-

8069

8 ④
템플스테이 플러

스원 투어

2021.03.01.~

2021.12.31.

템플스테이(갑사, 마곡사, 한국

문화연수원, 학림사) 고유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지역 내 관광

지 방문, 체험활동 등의 플러스

원(+1) 상품 운영

42,214 0 42,214 관광과
041-840-

8082

9 ② 겨울군밤축제
2021.01.29.~

2021.01.31.

알밤 판매, 군밤체험, 대형화로

구이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

영, 공주알밤홍보관 운영, 농특

산물 직거래장터 등

144,202 500 143,702 관광과
041-840-

2056

10 ⑥
KTX 공주역 활성

화 지원

2021.05.18.~

2021.07.31.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진행 및 

SNS홍보
19,100 0 19,100 관광과

041-840-

8283

11 ⑥ 관광상품개발
2021.03.01.~

2021.11.30.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 - 마곡사

관광상품 운영 35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진행

47,186 0 47,186 관광과
041-840-

8084

12 ③
구룡산 구절초 

꽃 축제

2021.10.01.~

2021.10.24.
사진전 및 음악회 등 공연 18,547 0 18,547 관광과

041-840-

8093

13 ③ 갑사 황매화축제
2021.04.16.~

2021.04.18.

갑사황매화축제 이미지 제고

포토존 사진찍기 유도를 통해 

특히 젊은 층의 방문율 상승

황매화 홍보제작물 제작, 포토

존 및 나무 의자 제작

17,500 0 17,500 관광과
041-840-

8093

14 ③
로컬푸드 6차산

업화 연계 유통

2021.01.01.~

2022.12.31.
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 28,849 0 28,849

농식품

유통과

041-840-

8727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체계 구축

15 ④
마곡사산사음악

회

2021.11.06.~

2021.11.06.
산사음악회 개최 60,000 0 60,000 문화재과

041-840-

8384

16 ④

석장리세계구석

기축제(기반시설

조성 및 체험프

로그램운영)

2021.05.05.~

2021.05.08.

석장리구석기 축제기간 구석기

를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

영 및 성공축제를 위한 기반시

설 조성

56,184 0 56,184 문화재과
041-840-

8925

17 ④
이달의 공주역사

인물제도 운영

2021.04.01.~

2022.03.31.

이달의 역사인물 선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43,600 0 143,600 문화재과

041-840-

8207

18 ④
세계유산 활용사

업

2021.03.02.~

2021.11.30.
세계유산 활용사업 429,887 0 429,887 문화재과

041-840-

8384

19 ③ 공주국제미술제
2021.10.01.~

2021.11.13.

회화전 7개국 31작가 참여, 야

외조각전 국내 17작가 참여
38,000 0 38,000

문화

체육과

041-840-

2583

20 ⑥
금강자연미술비

엔날레

2021.02.01.~

2021.12.31.

보조금지원 사업계획 홍보 및 

참여

-자연미술전, 프로젝트전, 심포

지엄, 워크숍, 자연미술규브

전, 찾아가는 자연미술전, 자

연미술 상설전, 자연미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그폴그

램 참여, 야투자연미술운동 국

내외 홍보

300,000 0 300,000
문화

체육과

041-840-

2536

21 ④
박동진판소리명

창명고대회

2021.07.08.~

2021.07.10.

제21회 공주 박동진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인당(忍堂) 박동진 선생 18주기 

추모음악회

부대행사 :인당의 소리를 이

어가다
부대행사 :우리의 소리 소중

한 것이여

300,000 0 300,000
문화

체육과

041-840-

8243

22 ③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2021.05.01.~

2021.11.30.

-공주예총 소속 10개 예술단체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시

민문화향유 기회 제공

57,000 0 57,000
문화

체육과

041-840-

2583

23 ④
고마나루전국향

토연극제

2021.08.07.~

2021.08.15.

1. 개막식 및 초청공연

2. 본선경연대회(9일간/12개 작

품경연)

3. 시상식 및 폐막식, 초청공연

350,000 0 350,000
문화

체육과

041-840-

2536

24 ③ 공주예술제
2021.10.22.~

2021.10.23.

-공주예총 8개협회원 및 예술동

아리 회원들의 공연, 전시
46,550 0 46,550

문화

체육과

041-840-

2583

25 ③
전국청소년연극

제

2021.08.01.~

2021.10.30.

○8. 18. ~ 8. 29.(12일간, 10

일 경연, 2일 현장점검 및 긴

급휴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표, 

17개의 연극동아리의 경연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

대응조치로 무관중경연 전환 

개최

○경연기간 중 온라인 이벤트 

및 포토존, 연극인 영상응원, 

온라인 청소년연극제 등 부대

행사 확대 운영

○폐막 및 시상식 개최, 단체 

개인 부문 총 34개의 상장 수여

200,000 0 200,000
문화

체육과

041-840-

258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6)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6 ③
소방기술 혁신전

진대회

2021.10.01.~

2021.12.31.

소방기술경연(3종목), 친목？화

합분야(2종목)

 (수관연장하고 방수자세, 개인

장비 착장하고 릴레이, 소방호

스끌기,  윷놀이, 장기자랑)

19,000 0 19,000
시민

안전과

041-840-

8657

27 ③
어린이 안전골든

벨 지원사업

2021.09.01.~

2021.12.31.

2021년 온라인 골든벨 퀴즈대회 

및 안전교육 진행

1)시스템임차비 2)문제 개발 및 

출제비 3)인건비 4)행사비 5)홍

보비 6)인쇄비 7)기념품 8)시상

19,000 0 19,000
시민

안전과

041-840-

8671

28 ③
주민자치 경연대

회

2021.12.02.~

2021.12.02.

기대효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 주민

자치 추진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

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주민자

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

대를 확산하는 계기마련

-코로나 19로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등

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음

지출내용 : 주요 홍보물 제작 

및 홍보부스 설치 2,000만원, 

행사장 조성(무대 설치, 행사용

품 임대 등) 495만원 등

32,950 0 32,950
주민공

동체과

041-840-

8678

29 ③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2021.11.05.~

2021.11.30.

<제7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전국 평생학습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공유의 장 

마련하고, 우리시 우수 평생학

습 사례 홍보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도모

<제6회 공주시 평생학습축제>

개회식 및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학습동

아리 체험,전시,홍보,공연

34,620 0 34,620
평생

교육과

041-840-

8383

30 ③
충남행복교육지

구사업

2021.06.01.~

2021.12.31.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

제사업
11,400 0 11,400

평생

교육과

041-840-

8373

31 ①

한국전쟁시기 공

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

제

2021.07.10.~

2021.07.10.

한국전쟁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2,850 0 2,850

행정

지원과

041-840-

2061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1년 공주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공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86 189,444 2,459 82,228 72.62 4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5 2,165 2,480 2,435 2,459

금액 4,588 53,452 63,887 68,371 82,22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고마

(위탁)
4 7,136 2013-01-09 6,123.54 71,294 31,400 614 4,352 20,222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고마 617 277 400 0 23 0 23 0 0 0 △59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18 18 - - 18 7 8 3 18 18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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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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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에서 작성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chungnam.go.kr)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

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95,319 277,226 70.1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공주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chungnam.go.kr)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21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