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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1. 재무제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로 구성되며,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지방회계  

  기준”)’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정운영표는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기능별 재정  

  운영표와 비용항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성질별 재정운영표 두   

  가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기능별 재정운영표가 포함되며, 성질  

  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2)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  

    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  

    에 따른 재정운영결과와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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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  

    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5)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관리책임 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6) 부속명세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지방재정법」제51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재무  

    제표에 첨부하는 서류로서 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제도적 변화

   함평군은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1호)  

  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  

  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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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1) 재정상태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 (2014.12.31.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함평군의 총자산은 1,768,822,004,498원이고, 총부채

는 22,468,227,183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746,353,777,315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  

    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자 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06,093백만원(6.00%)이고, 유동자산을 제

외한 비유동자산이 1,662,729백만원(94.00%)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25,290백만원(1.43%), 단기금융상품 71,883백

만원(4.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

금은 2,407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760

백만원, 재고자산 5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463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

한 대손충당금이 302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4,729백만원(0.27%), 일반유형자산 54,275백만원

(3.07%), 주민편의시설 140,133백만원(7.92%), 사회기반시설 1,463,403백만

원(82.73%), 기타비유동자산 188백만원(0.0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6,615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

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06,093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75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픔의 감

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662,729백만원으로 작년

에 비해 63,37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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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 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1,458백만원(51.00%)이고, 장기차입부채

가 4,000백만원(17.80%), 기타비유동부채가 7,011백만원(31.20%)으로 비유

동부채가 총부채의 49.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173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부

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11,45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19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

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1,01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23백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06,093 6.00 112,852 6.59

 투자자산 4,729 0.27 8,128 0.47

 일반유형자산 54,276 3.07 52,077 3.04

 주민편의시설 140,133 7.92 131,744 7.69

 사회기반시설 1,463,403 82.73 1,407,112 82.18

 기타비유동자산 188 0.01 294 0.02

자산총계 1,768,822 100.00 1,712,208 100.00

 유동부채 11,457 50.99 9,262 43.49

 장기차입부채 4,000 17.80 4,900 23.01

 기타비유동부채 7,011 31.20 7,133 33.50

부채총계 22,468 100.00 21,295 100.00

 고정순자산 1,579,720 90.46 1,579,720 93.42

 특정순자산 7,160 0.41 8,339 0.49

 일반순자산 159,474 9.13 102,853 6.08

순자산총계 1,746,354 100.00 1,690,912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768,822 1,7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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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운영결과 

   (2)-1. 기능별 분류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함평군의 사업순원가는 94,437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21,853백만원), 비배분비용(12,199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9,092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19,397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81,993백만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함

평군)의 재정운영결과는 -62,596백만원입니다.

[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

(단위 : 백만원)

   (2)-2. 성질별 분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45,444백만원(18.47%), 운영비 66,239

백만원(26.93%), 정부간이전비용 4,923백만원(2.00%), 민간 등 이전비용 

111,395백만원(45.29%), 기타비용 17,975백만원(7.31%)등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구  분

2014년 2013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211,925 117,488 94,437 94,437 185,234 88,112 97,122 97,122

Ⅱ. 관리운영비 35,403 (13,550) 21,853 33,541 (4,959) 28,583

Ⅲ. 비배분비용 12,317 (118) 12,199 9,904 (142) 9,762

Ⅳ. 비배분수익 9,210 (118) 9,092 5,875 (142) 5,73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32,947 (13,550) 119,397 134,692 (4,959) 129,734

Ⅵ. 일반수익 195,543 (13,550) 181,993 189,365 (4,959) 184,406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62,596) (62,596) (54,672) (5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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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1,145백만원(13.33%)이고, 정부간이전수익 

267,257백만원(86.61%), 기타수익 170백만원(0.06%)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245,97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39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

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308,573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41,145백만원으로 전년

에 비해 14,17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업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267,25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9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지방교부세수익과 시

도비보조금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62,59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92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금액이 비용의 증가금액보다 큰 것에 의

한 것입니다.

[ 요약재정운영표(성질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45,444 18.48 43,135 19.29

운영비 66,239 26.93 63,963 28.61

정부간이전비용 4,923 2.00 4,209 1.88

민간등이전비용 111,395 45.29 96,991 43.38

기타비용 17,976 7.31 15,280 6.83

비용총계 245,977 100.00 223,578 100.00

자체조달수익 41,145 13.33 26,970 9.69

정부간이전수익 267,258 86.61 251,262 90.30

기타수익 170 0.06 19 0.01

수익총계 308,573 100.00 278,251 100.0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62,596) (5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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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표명 산식 2014년 2013년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1.27% 1.24%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44.52% 53.49%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0.93% 0.89%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74.24% 82.12%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475.22% 547.75%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981.44% 955.81%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925.97% 1,218.41%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2.69% 11.40%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59.4% 54.43%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79.63% 74.01%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1.79% 68.81%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0.37% 0.36%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20.44% 15.85%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58.57% 55.93%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18.72% 12.71%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4.40% 16.67%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2.58% 19.64%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45.40% 47.90%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26.59% 22.93%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0,408,151원 48,082,205원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40,303원 598,010원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40,303원 598,010원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793,749원 7,813,842원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172,562원 757,358원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60,595원 306,959원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7,009,882원 6,278,538원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174,557원 2,723,730원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98,589,046원 538,723,961원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477,161,511원 432,872,656원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5,357,240원 53,232,37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