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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서에 중점을 두고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재무제표)는 이제까지 참고서류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으며, 특히 결산개요에서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서 서식을 보지 않고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예산과 우리 시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사업별 원가와 운영 수익을 단위사업별로 보여주는 유용한 회계제도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전년도 우리 시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02%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익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도로개설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안정적인 복지정책 실현 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

하였으며, 부채분야에서도 지방채 상환 및 BTL사업비 지급으로 2017년도 대비 12.93%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9.    6.    
  

목포시장  김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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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면적
(㎢)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51.64 23 64 598 2,587 100,845 234,379 101,609 232,327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구분 국․소․단 실․과 동 담당 공무원수

행정조직 9 45 23 190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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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계현황

1. 현황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및 기금 12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의 회계현황 >

회계 종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일반회계(1) 일  반  회  계 지방재정법 일반적인 재정운영 활동 수행

기타특별회계
(4)

주  택  사  업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자금의 효율적관리

교  통  사  업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도시교통정비촉진 및「주차장법」에 의한 명확한 수입과 지출관리

의 료 급 여 기 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  반  시  설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

상 수 도 사 업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하 수 도 사 업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공 영 개 발 사 업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택지조성, 공단조성 기타 경영수익사업

기    금
(12)

통 합 관 리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자 활 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자활기업, 수급자, 차상위자등 자활지원등 복지증진
성  평  등 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원
중 소 기 업 발 전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기금운용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생활환경관리소 주변마을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지원
재 난 관 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 예방 및 관리
식 품 진 흥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문 화 예 술 진 흥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
체 육 진 흥 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 체육진훙사업 또는 체육활동 지원
지 방 채 상 환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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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우리 시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896,984백만원, 총세출은 738,643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58,341

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896,984 738,643 158,341 101,451 5,399 51,491

일반회계 751,926 634,551 117,375 72,832 5,356 39,187

공기업특별회계 120,893 88,444 32,449 21,968 0 10,481

기타특별회계 24,165 15,648 8,517 6,651 43 1,823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최근 5년간, 세입은 7.0%, 세출은 5.8%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685,250 722,833 814,233 848,019 896,984 7.0

세출(B) 588,702 617,124 681,252 715,924 738,643 5.8

잉여금
(A-B)

소  계 96,548 105,709 132,981 132,096 158,341 13.2

이 월 금 56,842 65,901 81,980 81,517 101,451 15.6

보조금집행잔액 3,851 4,722 4,058 6,359 5,399 8.8

순세계잉여금 35,855 35,086 46,943 44,220 51,491 9.5

- 11 -



2. 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 2018회계연도 세입은 896,9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8,965백만원(5.7%)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34.8%), 지방교부세(23.7%), 지방세(12.4%) 순입니다.

-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이전수입이 증가함.

○ 자체수입은 197,12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20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주요 감소 요인은  매각 사업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함.

○ 총 896,985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비율은 각각 22.0%와 60.9%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814,233 848,019 104.15 896,984 105.77

자체수입 208,069 202,242 97.2 197,122 97.47

지 방 세 106,815 112,252 105.09 111,626 99.44

세외수입 101,254 89,990 88.88 85,497 95.01

이전수입 457,328 491,186 107.4 546,443 111.25

지방교부세 162,450 193,200 118.93 213,134 110.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644 20,850 106.14 20,733 99.44

보 조 금 275,234 277,136 100.69 312,577 112.7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48,836 154,592 103.87 153,419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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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회계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 일반회계 세출은 634,5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861백만원(6.35%)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93,209백만원(46.2%), 수송및교통 52,245백만원(8.2%), 국토및지역개발 44,509백만원(7.0%), 문화및관광 35,342백만원(5.6%)등입니다.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145.49%), 교육(121.5%), 사회복지(110.69%) 등임.

※ 총 751,252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634,551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4%임.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681,252 715,924 105.09 738,643 103.17

일반회계 563,509 596,690 105.89 634,551 106.35

일반공공행정 21,213 21,089 99.42 22,631 107.31

공공질서 및 안전 3,014 4,440 147.3 4,409 99.3

교육 12,887 12,586 97.66 15,292 121.5

문화및관광 29,422 39,267 133.46 35,342 90

환경보호 41,339 22,594 54.66 19,567 86.6

사회복지 247,246 264,886 107.13 293,209 110.69

보건 10,719 13,107 122.28 13,743 104.86

농림해양수산 15,555 18,181 116.88 12,661 69.64

산업․중소기업 10,185 13,077 128.4 19,026 145.49

수송및교통 42,220 50,681 120.04 52,245 103.09

국토및지역개발 42,544 41,163 96.75 44,509 108.13

기타 87,166 95,620 109.7 101,916 106.58

특별회계 117,743 119,234 101.27 104,092 87.3
공기업특별회계 94,338 97,944 103.82 88,444 90.3
기타특별회계 23,405 21,290 90.96 15,648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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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금결산 요약 

우리 시의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백만원을 공제한 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잉여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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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간 기금 조성액 증가율은 기금사용액 증가율은 로 회계연도말의 기금 조성액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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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09,774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2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5,590백만원(82.48%)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4,379,313 175,954 4,203,359 719,880 663,266 (56,614)

2017년 4,195,663 202,078 3,993,585 652,896 621,872 (31,024)

증감 183,650 (26,124) 209,774 66,984 41,394 (2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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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4,203,359백만원, 전년 대비 209,773백만원(5.25%) 증가

○ 총자산은 4,379,31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50백만원(4.38%)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공원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등) 증가에 의함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147,030 100 4,195,663 100 4,379,313 100

유동자산 
1)

309,268 7.46 304,397 7.26 347,007 7.92

투자자산
 2)

13,130 0.32 12,817 0.31 11,084 0.25

일반유형자산 
3)

127,622 3.08 126,590 3.02 123,278 2.82

주민편의시설 
4)

879,808 21.22 900,128 21.45 958,459 21.89

사회기반시설 
5)

2,813,459 67.84 2,847,659 67.87 2,935,460 67.03

기타비유동자산 
6)

3,743 0.08 4,073 0.09 4,025 0.0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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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부채는 175,95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24백만원(12.93%)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 및 하수관거정비(BTL)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감소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25,752 100 202,078 100 175,954 100

유동부채 
1)

39,890 17.67 35,040 17.34 27,337 15.54

장기차입부채 
2)

35,003 15.50 23,793 11.77 16,511 9.38

기타비유동부채 
3)

150,859 66.83 143,245 70.89 132,106 75.08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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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56,614백만원, 전년 대비 25,590백만원(82.48%) 증가

   ○ 총비용은 663,26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394백만원(6.66%)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 및 복지분야 지출 확대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00,360 100 621,872 100 663,266 100

인건비 
1)

113,807 18.96 123,738 19.9 133,521 20.13

운영비 
2)

140,060 23.33 125,048 20.11 128,379 19.36

정부간이전비용 
3)

13,974 2.33 17,324 2.79 19,777 2.98

민간등이전비용 
4)

285,046 47.48 300,103 48.26 331,584 49.99

기타비용 
5)

47,473 7.9 55,658 8.94 50,005 7.54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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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익은 719,88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6,984백만원(10.26%)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증가요인은 정부간이전수익(보조금 및 교부세) 증가 등에 의함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51,841 100 652,896 100 719,880 100

자체조달수익
 1)

201,400 30.9 191,283 29.3 190,272 26.43

정부간이전수익 
2)

449,972 69.03 461,077 70.62 524,315 72.83

기타수익
 3)

469 0.07 535 0.08 5,292 0.74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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