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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480,296 1,522,560 1,589,124 1,671,523 1,741,040 8,004,542 4.10%

자 체 수 입 148,598 150,598 154,391 158,309 162,368 774,264 2.20%

이 전 수 입 878,911 952,307 1,012,198 1,090,254 1,156,565 5,090,235 7.1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2,786 419,654 422,535 422,960 422,107 2,140,042 △1.70%

세 출 1,480,296 1,522,560 1,589,124 1,671,523 1,741,040 8,004,542 4.10%

경 상 지 출 533,223 498,099 514,783 517,499 518,301 2,581,904 △0.70%

사 업 수 요 947,073 1,024,461 1,074,341 1,154,024 1,222,739 5,422,638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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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1 44,7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4,714

성별영향평가사업 65 22,65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1 17,37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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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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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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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생활밀착사업(주민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주

민총회 결정사업)과 읍면동 자율편성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읍면동

자율편성사업

구분

기준

- 우리시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문화도시, 기타

인구소멸대응 ,

도시재생 등)

- 사업당 한도액

5천만원 이내

(단,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한도액 상향조정

가능)

- 읍면동 주민총회

결과 연계사업

(주민공론화 등을

거친 사업)

- 읍면동별 한도액

5천만원 이내

- 16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별로

읍면동 자율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정해진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경로당 물품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해당부서

에서 제출한 일반

사업요구서(안)에

대해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2023년 공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읍면동

자율편성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19 34,696 28 805 40 632 534 8,826 17 24,433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 별첨1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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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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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7 181 316 816,800 791,270 25,530

기획예산담당관 1 3 4 7 72,366 62,976 9,390

시민소통담당관 1 1 3 2 3,276 3,259 17

감사정보담당관 1 2 4 6 3,463 3,722 △259

시민자치국 1 20 33 57 152,629 149,760 2,869

문화복지국 1 29 40 94 337,037 322,437 14,599

경제도시국 1 27 47 74 153,959 149,589 4,369

의회사무국 1 1 2 2 3,089 3,084 5

농업기술센터 1 15 29 52 49,920 57,498 △7,578

보건소 1 6 16 18 18,280 18,356 △75

사업소 1 3 3 4 6,851 5,366 1,485

읍면동사무소 0 0 0 0 15,931 15,223 70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prog/yesanInfo/YESAN03/kr/sub02_19_0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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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61.79 30.35 34.13 48.62 73.8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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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85,800 745 93 652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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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650,000 808,800 750,900 855,500 885,800

국외여비 총액
(B=C+D)

623 688 50 42 745

국외업무여비(C) 78 78 43 33 93

국제화여비(D) 545 610 7 9 652

비율 0.10 0.09 0.01 0.00 0.08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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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000 7,374 0.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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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580,500 700,000 680,500 770,500 799,000

행사･축제경비 5,561 6,358 8,204 8,030 7,374

비율 0.96 0.91 1.21 1.04 0.92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2023년 업무

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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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138 82 56 144 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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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5 135 282 282 282

공주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7 295 99.2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78 286 272 287 295

공주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공주시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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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216 62 79 47 29 95.5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3 194 200 210 216

공주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공주시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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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19,714 16,956 16,956 - 86.0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173 14,374 14,867 15,774 16,956
한도 내 - - 14,867 15,774 16,956
한도 외 - - - - -

공주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공주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16,800 146,318 17.9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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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250 1,441

공무원 일‧숙직비 990 156,000 15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413 1,945,870 8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2022년 기준액(1,380천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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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