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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기준 요약보고서('10.12.31 , )⑥

♣ 홈페이지 게재시 파일로 별도 게첨 책자 권 용량 페이지 참고PDF ( 1 )- 6~8

가 요약재정상태보고서.

단위 백만원( : )

구 분
‘10 ‘0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331,611 4.23 368,864 4.74
투자자산 15,309 0.20 13,896 0.18
일반유형자산 339,590 4.33 337,638 4.34
주민편의시설 1,107,984 14.14 1,077,216 13.85
사회기반시설 6,028,921 76.95 5,963,616 76.70
기타비유동자산 11,603 0.15 14,067 0.18
자산총계 7,835,018 100.00 7,775,297 100.00
유동부채 41,822 0.53 51,350 0.66
장기차입부채 190,553 2.43 191,878 2.47
기타비유동부채 27,422 0.35 27,996 0.36

부채총계 259,797 3.32 271,224 3.49

일반순자산 286,608 3.66 317,890 4.09
특정순자산 28,384 0.36 24,193 0.31
고정순자산 7,260,229 92.66 7,161,990 92.11
순자산총계 7,575,221 96.68 7,504,073 96.51

부채및순자산총계 7,835,018 100.00 7,775,297 100.00

☞ 재정상태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시 특정시점 현재 의 재정상태를 나타(2010. 12. 31 )

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의 총자산은 조 억원이고 총부채는, 7 8,350 ,

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조 억원임2,598 7 5,752 .

☞ 자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백만원 이고 유동자산을331,611 (4.23%) ,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백만원 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7,503,407 (95.77%)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백만원 이고 장기차입부41,822 (16.10%) ,

채 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백만원 으로 비190,553 (73.35%), 27,422 (10.56%)

유동부채가 총부채의 백만원으로 를 차지하고 있음217,975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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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약 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10 ‘09

금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체조달수익 370,571 40.68 416,030 41.83
정부간이전수익 538,202 59.08 574,631 57.77
기타수익 2,176 0.24 9,842 0.40
수익총계 910,949 100.00 994,619 100.00
일반공공행정 48,686 6.05 49,723 5.89
공공질서및안전 1,159 0.14 3,618 0.43

교육 6,797 0.84 6,182 0.73
문화및관광 38,072 4.73 43,500 5.15
환경보호 124,167 15.42 103,999 12.32
사회복지 300,587 37.34 294,093 34.83
보건 9,957 1.24 9,599 1.14

농림해양수산 19,667 2.44 17,808 2.11
산업중소기업․ 22,614 2.81 46,938 5.56
수송및교통 45,152 5.61 54,674 6.48
국토및지역개발 10,373 1.29 37,983 4.50

기타 177,751 22.08 176,220 20.87
비용총계 804,982 100.00 844,337 100.00

운영차액 105,967 150,282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연도 우리시의, 2010 총수익은 백만910,949

원이고, 총비용은 백만원804,982 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백만원105,967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익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백만원370,571 (40.68%)이고, 정부간이전수익

백만원 기타수익 백만원538,202 (59.08%), 2,176 (0.24%)으로 정부간이전수

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비용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사회복지 백만원300,587 (37.34%),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백만원 수송및교통124,167(15.42%), 48,686 (6.05%), 45,152

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백만원 등(5.61%), 22,614 (2.81%)․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