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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

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

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92,530 1,201,134 1,208,777 1,215,604 1,226,079 6,044,125 0.70

자 체 수 입 127,762 137,824 139,896 135,235 137,967 678,684 1.90

이 전 수 입 838,969 857,834 884,864 901,302 907,956 4,390,925 2.0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799 205,476 184,018 179,067 180,157 974,516 △5.50

세 출 1,192,530 1,201,134 1,208,777 1,215,604 1,226,079 6,044,125 0.70

경 상 지 출 266,651 265,060 245,468 244,152 243,252 1,264,583 △2.30

사 업 수 요 925,880 936,074 963,309 971,452 982,828 4,779,543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5 45,2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3,373

성별영향평가사업 65 23,8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4 18,100

▸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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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http://www.gongju.go.kr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읍면동 지역위원회 결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읍면동 지역위원회 결정사업)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구분

기준

-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저출산·고령화·

양극화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

전확보, 환경개선 등)

- 사업당 한도액 2천만원 

이내 (단,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부서검토 및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한도액 상향조정 가능)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

공동체사업 등 (읍면동

주민총회, 마을발전토론회 

결과 연계사업 등)

- 사업당 한도액 2천만원 

이내 (단,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부서검토 및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한도액 상향조정 가능)

- 16개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위원회별로

읍면동 자율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정해진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 

2022년 공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34 10,129 16 495 47 914 571 8,720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별첨1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별첨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0 108 177 293 791,200 698,801 92,401

기획예산

담당관
1 3 3 7 63,093 62,911 182

시민소통

담당관
1 1 3 3 3,259 2,809 450

감사정보

담당관
1 2 4 6 3,722 2,537 1,185

시민자치국 1 20 33 54 149,760 142,230 7,530

문화복지국 1 29 42 82 322,367 272,945 49,423

경제도시국 1 27 47 73 149,533 136,899 12,634

의회사무국 1 1 2 2 3,084 2,774 310

농업기술

센터
1 16 27 47 57,498 40,584 16,914

보건소 1 6 13 15 18,295 17,230 1,065

사업소 1 3 3 4 5,366 3,595 1,771

읍면동

사무소
0 0 0 0 15,223 14,287 93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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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ngj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32 61.06 29.82 32.11 49.9 83.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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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ngju.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55,500 42 33 9 0.00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594,500 650,000 808,800 750,900 855,500

국외여비 총액
(B=C+D) 311 623 688 50 42

국외업무여비(C) 87 78 78 43 33

국제화여비(D) 224 545 610 7 9

비율 0.05 0.10 0.09 0.01 0.00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70,500 8,030 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20,000 580,500 700,000 680,500 770,500

행사 축제경비 4,450 5,561 6,358 8,204 8,030

비율 0.86 0.96 0.91 1.21 1.04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69 282 79 56 147 76.5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5 135 135 282 28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4 287 104.8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78 278 286 272 28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공주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9 210 62 79 47 22 91.5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2 183 194 200 21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공주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18,833 15,774 15,774 0 83.7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178 12,173 14,374 14,867 15,774

한도 내 11,178 12,173 14,374 14,867 15,77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05 2,301,750 1,434

공무원 일 숙직비 990 156,000 15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413 1,930,980 8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0천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공무원 일 숙직비 : 운영기준 별표6에 따라 일 숙직 60천원으로 설정

(일·숙직 기준액 50천원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수립기준 별표4에 따라 통장이장 기본수당 월 3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반장 기본수당 연 50천원을 기준액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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