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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산개요

 제1장 함평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제2장 회계현황
  1. 현  황

   함평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3개 및 기금 9개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평군의 회계현황 】

구  분 면적 시군구
행정구역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읍 면
행정
리

법정
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392㎢ 1 1 8 272 104 17,489 35,090 17,547 34,876

구  분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수

행정조직 13 2 2 9 512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일반회계 함평군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기    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함평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평군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도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함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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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 신설된 회계는 비고란에 별도 표시함

 2. 2015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 : 2015회계연도 중 신설 변동된 회계는 없으며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됨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기    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 운용 도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함평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농공지구 조성 촉진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도모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

함평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문화마을 조성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도모

기반시설 특별회계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도모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함평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지구 분양대금 조성 관리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함평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공영터미널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수질개선특별회계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기   금

인재양성기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함평의 우수한 인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함

농산물 안정기금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활성화 도모

투자유치진흥기금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도모

지방채 상환기금
함평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조성

환경보전기금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사회복지기금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피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장
비용과 노인복지증진 도모

재난관리기금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립금 조성

식품진흥기금
함평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통합관리기금
함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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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1. 세입·세출 결산 요약

   ○ 우리 군의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454,405백만원, 총세출은 377,714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6,691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5%p 높음, 잉여금의 경우 2013년도 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13.3% 감소함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54,405 377,714 76,691 55,577 5,163 15,951

일반회계 383,924 318,805 65,119 49,972 5,141 10,006

기타특별회계 70,481 58,909 11,572 5,605 22 5,945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296,204 332,198 388,591 425,214 454,405 11.3%

세출(B) 232,976 235,241 288,019 336,716 377,714 12.8%

잉여금
(A-B)

소  계 63,228 96,957 100,572 88,498 76,691 4.9%

이 월 금 46,119 72,188 74,037 62,640 55,577 4.8%

보 조 금
집행잔액

1,089 2,144 3,494 3,645 5,163 47.6%

순 세 계
잉 여 금

16,020 22,625 23,041 22,213 15,95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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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입·세출 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 2015회계연도 세입은 454,40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191백만원(6.9%)이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33.4%), 지방교부세(28.6%)   

 순입니다.

    

    ○ 총 세입 454,405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2%와 62.8%

       입니다.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계 388,591 425,214 9.4% 454,405 6.9%
자체수입 131,792 40,688 △69.1% 46,237 13.6%

자체
수입

 지 방 세 10,012 11,543 15.3% 14,204 23.1%
 세외수입 121,780 29,145 △76.1% 32,033 9.9%
이전수입 252,799 270,750 7.1% 285,525 5.5%

이전
수입

 지방교부세 132,748 143,689 8.2% 129,994 △9.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04 3,208 3.4% 3,779 17.8%
 보  조  금 116,947 123,853 5.9% 151,752 22.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 4,000 113,776 2,744.4% 122,643 7.8%

지방세
(3.1%)

세외수입
(7.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8%)

보 조 금
(33.4%)

지방교부세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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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 세출은 377,7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998백만원(12.2%)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88,672백만원(23.5%)  

   사회복지 57,850백만원(15.3%), 환경보호 45,352백만원(12.0%) 순입니다.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특별회계(87.40%), 환경보호(52.4%)   

   공공질서 및 안전(24.4%), 국토 및 지역개발(11.8%) 등이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 교육(△22.7%), 산업·중소기업(△21.0%), 수송 및 교통(△10.0%) 등은 전년  

   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 2015년도 예산집행은 총 452,468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377,714백만원이 집행  

  되어 집행율은 약 83.5%입니다.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계 288,019 336,716 16.9% 377,714 12.2%

일반회계 273,115 305,277 11.8% 318,805 4.4%

일반
회계

일반공공행정 16,254 13,234 △18.6% 12,445 △6.0%

공공질서및안전 15,261 9,452 △38.1% 11,761 24.4%

교육 2,071 2,005 △3.2% 1,549 △22.7%

문화및관광 18,790 14,271 △24.1% 13,460 △5.7%

환경보호 19,788 29,751 50.3% 45,352 52.4%

사회복지 47,364 58,384 23.3% 57,850 △0.9%

보건 4,775 5,375 12.6% 5,708 6.2%

농림해양수산 86,455 92,084 6.5% 88,672 △3.7%

산업·중소기업 2,468 10,763 336.1% 8,508 △21.0%

수송및교통 8,273 9,843 19.0% 8,858 △10.0%

국토및지역개발 14,759 21,383 44.9% 23,898 11.8%

예비비 - - - - -

기타 36,857 38,732 5.1% 40,744 5.2%

특별회계 14,904 31,439 110.9% 58,909 87.4%

특별
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14,904 31,439 110.9% 58,909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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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201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77,107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2,698백만원(20.3%)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823,46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7,107백

만원(4.4%) 증가

    ○ 총자산은 1,866,84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19백만원(5.5%)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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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소포트웨어 등) 등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5년 1,866,841 43,379 1,823,461 327,114 251,820 (75,294) 　

2014년 1,768,822 22,468 1,746,354 308,573 245,977 (62,596) 　

증△감 98,019 20,911 77,107 18,541 5,843 12,698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1,712,207 100.00 1,768,822 100.00 1,866,841 100.00

유동자산1) 112,852 6.59 106,093 6.00 91,933 4.92

투자자산2) 8,128 0.47 4,729 0.27 4,014 0.22

일반유형자산3) 52,077 3.04 54,276 3.07 55,687 2.98

주민편의시설4) 131,744 7.69 140,133 7.92 143,273 7.67

사회기반시설5) 1,407,112 82.18 1,463,403 82.73 1,571,308 84.17

기타비유동자산6) 294 0.02 188 0.01 62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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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부채는 43,3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11백만원(93.1%)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75,29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98
백만원(20.3%) 증가

    ○ 총비용은 251,82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843백만원(2.4%)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21,295 100.00 22,468 100.00 43,379 100.00 

유동부채1) 9,262 43.49 11,457 50.99 7,136 16.45

장기차입부채2) 4,900 23.01 4,000 17.80  29,500  68.01

기타비유동부채3) 7,133 33.50 7,011 31.20 6,743 15.55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223,578 100.00 245,977 100.00 251,820 100.00

인건비1) 43,135 19.29 45,444 18.48 47,674 18.93

운영비2) 63,963 28.61 66,239 26.93 65,896 26.17

정부간이전비용3) 4,209 1.88 4,923 2.00 3,830 1.52

민간등이전비용4) 96,991 43.38 111,395 45.29 117,097 46.50

기타비용5) 15,280 6.83 17,976 7.31 17,323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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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익은 327,11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41백만원(6.0%)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78,251 100.00 308,573 100.00 327,114 100.00 

자체조달수익1) 26,970 9.69 41,145 13.33 45,614  13.94 

정부간이전수익2) 251,262 90.30 267,258 86.61 280,469 85.74 

기타수익3) 19 0.01 170 0.06  1,031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