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재정성과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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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

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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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74개)-단위사업(204개)’로 구

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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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141 11 116 14 925,872 976,164 -50,293
기획담당관 1 3 3 0 2 1 25,775 75,418 -49,643
시민소통담당관 1 1 3 1 2 0 2,642 3,599 -956
감사담당관 1 1 1 0 1 0 72 78 -6
시민자치국 1 15 32 1 29 2 161,424 138,306 23,118
문화관광복지국 1 18 28 3 21 4 319,315 293,030 26,285
경제도시국 1 22 40 4 31 5 284,540 353,598 -69,058
의회사무국 1 1 2 1 1 0 2,162 2,255 -93
보건소 1 3 5 0 5 0 18,102 16,204 1,898

농업기술센터 1 8 25 1 23 1 87,450 67,604 19,845
사업소 1 2 2 0 1 1 6,401 9,718 -3,317

읍면동사무소 0 0 0 0 0 0 17,989 16,354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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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555,849 3,657,601 101,752 3,287,804

부채 총계 26,648 30,859 4,211 65,813

비용 총계 720,238 745,543 25,305 657,130

수익 총계 764,036 816,218 52,182 733,1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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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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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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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9,558 54,777 78.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38 2,916 92.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742 25,848 86.91

자치단체 특화사업 36,678 26,013 70.92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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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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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B) 63 8,318,087 54 8,271,280 8,125,415 9 46,807 46,807

증감(A-B) △33 △1,544,924 △26 △1,570,134 △1,424,269 △7 25,210 2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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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총 계 -

1 ④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2020.04.25.~

2020.10.18.

수문병근무교대식, 

백제왕.왕비복체험, 

활쏘기 체험

180,566 0 180,566 관광과
840-

8093

2 ④ 계룡산산신제
2020.10.31.~

2020.11.01.

유,불,무가식 산신

제,사진전 등
8,985 0 8,985 관광과

840-

8093

3 ④ 백제문화제
2020.09.26.~

2020.10.04.

5대왕추모제, 영산대

제, 혼불채화, 무령

왕헌공다례

웅진판타지아 (무관

중, 온라인 공연) 및 

기타 온라인 프로그

램

2021 대백제전 대비 

소품보강

3,494,913 0 3,494,913 관광과
840-

8112

4 ④
석장리 구석

기 축제

2021.05.08.~

2022.05.05.

구석기를 주제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프

로그램 운영 /코로나

19로 축제 취소

10,900 0 10,900 관광과
840-

2056

5 ④

세계유산(공

산성) 상설프

로그램 운영

2020.05.23.~

2020.10.31.

오공오녀사랑이야기, 

오악사 악기를 찾아

라, 백제 버스킹, 춤

과 노래, 퓨전국악

95,000 0 95,000 관광과
840-

8069

6 ③

템 플 스 테 이 

플러스원 투

어

2020.03.01.~

2020.12.31.

갑사, 마곡사, 한국문

화연수원, 학림사 템플

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운영

51,600 0 51,600 관광과
840-

8082

7 ② 겨울군밤축제
2020.01.10.~

2020.01.12.

알밤 판매, 군밤체

험, 대형화로구이체

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주알밤홍보

관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279,951 0 279,951 관광과
840-

8111

8 ④
백제미마지탈 

야간상설공연

2020.07.04.~

2020.09.30.
백제 미마지탈 공연 89,523 0 89,523 관광과

840-

8081

9 ④
2019금강여름

축제

2020.08.21.~

2020.08.22.

국악&재즈 페스티벌, 

지역 예술인 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187,217 0 187,217 관광과
840-

8111

10 ④
마곡사산사음

악회

2020.10.24.~

2020.10.24.
산사 음악회 개최 79,700 0 79,700

문화

재과

840-

8384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11 ④
교육 및 체험

활동

2020.01.02.~

2020.12.31.

병아리선사교실, 주

말체험운영, 교과서

밖구석기, 전국어린

이그림그리기대회, 

생각하고 느끼는 박

물관수업, 달빛속박

물관

106,653 0 106,653
문화

재과

840-

8927,

8928

12 ④
공주 문화재 

야행

2020.10.30.~

2020.11.01.

관내 문화재를 활용

한 오프라인 및 온라

인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332,936 0 332,936
문화

재과

840-

8204

13 ④ 특별기획전
2020.02.25.~

2021.02.28.

2008년 사진으로 보

는 석장리선사유적, 

2014년 한국 구석기 

발굴 50주년 기념 특

별전 등을 거쳐 2020

년 선사인의 아틀리

에, 2020년 사냥혁명

205,924 0 205,924
문화

재과

840-

8930

14 ④
세계유산 활

용사업

2020.03.02.~

2020.11.30.
세계유산 활용사업 495,000 0 495,000

문화

재과

840-

8384

15 ③
공주국제미술

제

2020.10.16.~

2020.11.30.

회화전 7개국 31작가 

참여, 야외조각전 국

내 17작가 참여

38,000 0 38,000
문화

체육과

840-

2583

16 ⑥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2020.02.01.~

2020.12.31.

자연미술 상설 작품 

전시
450,000 0 450,000

문화

체육과

840-

2536

17 ③ 국악한마당
2020.11.21.~

2020.11.21.

판소리, 민요, 춤, 

사물 놀이 등
16,000 0 16,000

문화

체육과

840-

2583

18 ④
고마나루전국

향토연극제

2020.11.09.~

2020.11.15.

참가작품 공연 및 특

별공연
299,575 0 299,575

문화

체육과

840-

2536

19 ③ 공주예술제
2020.10.30.~

2020.10.31.

공주예총 8개협회원 

및 예술동아리 회원

들의 공연, 전시

28,500 0 28,500
문화

체육과

840-

2583

20 ⑥
찾아가는 어

린이 뮤지컬

2020.12.15.~

2020.12.16.

뮤지컬(오즈의 마범

사, 혹부리 영감님) 

공연

19,000 0 19,000
문화

체육과

840-

8243

21 ④
공주문화예술

촌 전시회

2020.01.01.~

2020.12.31.

공주문화예술촌 입주

작가 개인전 및 단체

전, 오픈스튜디오 등

41,204 0 41,204
문화

체육과

840-

2057

22 ⑥
우금티 추모

예술제

2020.10.31.~

2020.10.31.

우금티추모제례, 추

모공연 등 공주시 학

생과 금학동 주민이 

함께 동학농민운동 

격전지 역사기행 참

여

16,318 0 16,318
문화

체육과

840-

8243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23 ④

철화분청 주

민체험프로그

램

2020.08.01.~

2020.11.30.

주민체험교욱:250명

(초급반:200명 / 중

급반 50명) / 60,000

천원

전통가마체험 및 전

시회 15,000천원

68,500 0 68,500
문화

체육과

840-

2057

24 ④
대한민국 국

악제

2020.10.30.~

2020.10.31.

전통연희마당, 국악

진흥세미나, 본공연
100,000 0 100,000

문화

체육과

840-

8094

25 ③

종합사회복지

관 수강생 작

품발표회

2020.09.01.~

2020.10.30.

종합사회복지관 작품

발표회 

-코로나19로 인해 야

외에서 (메타세콰이

어길)에서 1주일간 

개최

-작품 전시, 시연, 

공연, 전시 등 내용

3,517 0 3,517
복지

정책과

840-

2215

26 ③
소방기술 혁

신전진대회

2020.11.27.~

2020.11.27.

소방기술경연( 3종

목), 친목？화합분야

(2종목)

 (수관연장하고 방수

자세, 개인장비 착장

하고 릴레이, 소방호

스끌기,  윷놀이, 장

기자랑)

19,000 0 19,000
시민

안전과

840-

8657

27 ③

어린이 안전

골든벨 지원

사업

2020.10.22.~

2020.10.22.

2020년 언택트 어린

이 안전골든벨 지원

사업

 1) 시스템임차

 2) 문제개발

 3) 사회자 및 인력

운영

 4) 행사 및 홍보

 5) 기념품 및 시상

품 구입

 6) 사무 및 기타운

영

19,000 0 19,000
시민

안전과

010-5

435-8

108

28 ③

국제안전도시 

공 인 선 포 식 

행사

2020.02.05.~

2020.02.05.

국제안전도시 공인선

포식 행사

-식전공연

-관련 동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의식행사

-공인협정식

24,700 0 24,700
시민

안전과

840-

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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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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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주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29 ③
주민자치 경

연대회

2020.11.19.~

2020.11.20.

읍면동 주민자치(위

원)회 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 

주민자치 추진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

색

시민이 직접 참여하

고 체험하는 프로그

램 구성으로 주민자

치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공감대를 확산

하는 계기마련

코로나 19로 주민자

치 활동에 많은 제약

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주민자치 프로그

램 공연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음

10,970 0 10,970

주민

공동

체과

840-

8564

30 ③
충남행복교육

지구사업

2020.06.01.~

2020.12.31.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사업
11 0 11

평생

교육과

840-

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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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5 185,429 2,434 68,223 70.86 36.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82 305 2,165 2,480 2,434

금액 9,195 4,588 53,452 63,887 6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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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남 공주시 문화시설 문화시설 석장리박물관 2006-09-26 2,050 58,191

충남 공주시 문화시설 기타시설 고마 2013-01-09 6,123 71,29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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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석장리

박물관
직영 7 70,690 14,332 38 539 1,047 40 1,046 10 △1,036

고마 직영 3 28,061 140,843 614 3,123 28,277 40 643 72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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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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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 - 4 - 2 2 4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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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211 2,777 6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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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행정상 재정상

충청남도

2020.9.2.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시정 회수 완결

2020.9.2. 음악분수 조성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소홀

시정 회수 완료

2020.9.2.
마곡사 산사음악회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시정 반납 완결

2020.9.2.
공주산림휴양마을 

“출렁다리” 설치 부적정 시정 반납 진행

2020.9.2.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 

소홀 시정 회수 완결

2020.9.2.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시정 부과 완결

2020.9.2.
임대사업장 등 부가가치세 
회수(환급받을 분) 소홀 시정 회수 완료

2020.9.2.
공주석장리 구석기축제 
예산편성 및 정산 부적정 시정

여입
반납

진행

2020.9.2.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진행

2020.9.2. 보훈관련수당 지급처리 소홀 시정 회수 완결

2020.9.2.
이륜자동차 미등록 통보자 

과태료 미부과 시정 부과 완결

2020.9.2.
산림작물생산단지 관수자재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시정 회수 완결

2020.9.2.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진행

2020.9.2. 하천공사 등 3개 건설공사 
설계변경 검토 소홀  

시정 감액 완결

2020.9.2.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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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20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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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