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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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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면적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구분 국 소 단 실 과 동 팀장 공무원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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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

세입세출결산 요약

우리 시의 회계연도 총세입은 백만원 총세출은 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세출
잉여금

소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총계금액임

최근 년간 세입은 세출은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임

최근 년간 세입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평균 증가율

세입

세출

잉여금

소  계

이 월 금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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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

회계연도 세입은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백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순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이전수입이 증가함

자체수입은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유달경기장 및 대양산단 매각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함

총 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비율은 각각 와 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최근 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자체수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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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

회계연도 세입은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백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순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이전수입이 증가함

자체수입은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유달경기장 및 대양산단 매각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함

총 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비율은 각각 와 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최근 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자체수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 11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은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백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백만원 문화및관광 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백만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등임

총 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임

최근 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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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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지방채상환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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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간 기금 조성액 증가율은 기금사용액 증가율은 로 회계연도말의 기금 조성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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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60,721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66%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96,417백만원(171.39%)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용 운영차액

년

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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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순자산 총자산 총부채 은 백만원 전년 대비 백만원 증가

○ 총자산은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주민편의시설 공원 등 및 사회기반시설 도로 등 증가에 의함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563,816 100.00 4,668,374 100.00 4,822,514 100.00

유동자산 1) 420,268 9.21 441,267 9.45 571,075 11.84

투자자산 2) 10,027 0.22 9,849 0.21 9,561 0.20

일반유형자산 3) 188,221 4.12 187,940 4.03 149,691 3.1

주민편의시설 4) 985,929 21.60 1,010,113 21.64 1,032,567 21.41

사회기반시설 5) 2,956,086 64.77 2,986,135 63.97 3,002,921 62.27

기타비유동자산 6) 3,285 0.07 33,070 0.7 56,699 1.18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보증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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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부채는 268,95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581백만원(2.39%)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요인은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200억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소임.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46,805 100.00 275,531 100.00 268,950 100.00

유동부채 1) 30,956 12.54 29,992 10.88 56,065 20.85

장기차입부채 2) 90,489 36.66 100,000 36.30 50,000 18.59

기타비유동부채 3) 125,360 50.8 145,539 52.82 162,885 60.56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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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152,672)백만원, 전년 대비 96,417백만원(171.39%) 증가

   ○ 총비용은 941,97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500백만원(3.80%)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증가에 의함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755,350 100.00 907,470 100.00 941,970 100.00

인건비 1) 156,371 20.70 154,593 17.04 154,805 16.43

운영비 2) 139,733 18.50 155,407 17.13 176,069 18.69

정부간이전비용 3) 15,267 2.02 13,814 1.52 15,615 1.66

민간등이전비용 4) 391,801 51.87 531,057 58.52 540,923 57.42

기타비용 5) 52,178 6.91 52,599 5.79 54,558 5.8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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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익은 1,094,64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917백만원(13.58%)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증가요인은 임시세외수익 중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에 의함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856,201 100.00 963,725 100.00 1,094,642 100.00

자체조달수익 1) 186,214 21.75 207,204 21.50 285,904 26.12

정부간이전수익 2) 667,313 77.94 753,823 78.22 798,817 72.97

기타수익 3) 2,674 0.31 2,698 0.28 9,921 0.9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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