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목포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10,600 10,272 328 14,375 12,788 1,587

세출예산(기금포함) 10,600 10,272 328 14,375 12,788 1,58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8.70 17.34 1.36 18.96 19.18 △0.22

재 정 자 주 도 56.09 53.61 2.48 58.52 58.83 △0.31

통 합 재 정 수 지 △25 △5 △21 △85 27 △1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 3 3 6 4 2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65 57 8 85 88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4 3 1 3 3 0

지 방 보 조 금 133 119 13 242 225 17
사회보장적 수혜금
( 현금성 복지비 ) 2,690 - 신규 - 신규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참고  2023년(FY2022) 자치단체 유형단체 분류

’23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경산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상향 단체(15개) (경기구리시, 경북김천시, 충북증평군, 전남담양군, 전남영광군, 경남거창군, 인천옹진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전남장성군, 강원양구군, 충남청양군, 전북임실군, 전남신안군, 경북울릉군)

※하향 단체(15개) (경북경산시, 경북안동시, 강원홍천군, 충남부여군, 경북울진군, 경남창녕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전남고흥군, 강원영월군, 충북괴산군, 전남보성군, 전남진도군, 경북의성군, 경남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