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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및 이사회 귀중

2018년 2월 13일

우리는 별첨된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
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
한 요약과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지방공기업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의 회계감사실시요령과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12월 3
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지방공기업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 표 이 사
김

순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공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제 18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17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공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51번길 21
(032) 22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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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18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7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18(당) 기

제 17(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주석3)

653,291,070

615,214,198

653,291,070

615,214,198

60,569,170

59,785,640

단기금융상품(주석4)

348,370,840

369,233,460

사업미수금(주석5)

232,703,631

174,045,826

미수수익

3,000,829

3,172,492

선급비용

8,646,600

8,976,780

Ⅱ. 비유동자산

168,217,962

130,989,929

(1) 투자자산

66,588,802

223,389

장기금융상품(주석4,11)

50,000,000

-

퇴직연금자산(주석9)

16,588,802

223,389

(2) 유형자산(주석6)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01,629,160
339,234,550

333,758,070

(257,872,350)

(230,665,320)

41,214,940

41,214,940

(20,947,980)

(13,541,150)

(3) 수탁자산(주석6)
건물

130,766,540

-

-

26,535,150

26,535,150

(21,228,120)

(15,921,09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5,307,030)

(10,614,060)

차량운반구

141,958,900

141,958,900

(141,952,900)

(141,952,900)

(6,000)

(6,000)

비품

123,499,660

122,280,380

감가상각누계액

(89,558,310)

(78,432,213)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3,941,350)

(43,848,167)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무형자산(주석7)
수탁자산(소프트웨어)

-

-

2,910,000

10,610,000

감가상각누계액

(1,212,500)

(7,688,833)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697,500)

(2,9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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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자산 총계

제 17(전) 기
821,509,032

746,204,127

291,184,032

221,234,127

부채
Ⅰ. 유동부채
사업미지급금(주석2,8)
미지급비용

58,480,401

47,160,441

232,703,631

174,073,686

Ⅱ. 비유동부채

30,325,000

24,970,000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9)

3,319,841,740

3,024,932,170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9)

(3,319,841,740)

(3,024,932,170)

30,325,000

24,970,000

보증금
부채총계

321,509,032

246,204,127

Ⅰ. 자본금(주석10)

500,000,000

500,000,000

-

-

자본총계

500,000,000

50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821,509,032

746,204,127

Ⅱ. 이익잉여금(주석1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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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 18(당) 기

Ⅰ. 매출액(주석2,13)
사업수익
정산반환금

(단위 : 원)
제 17(전) 기
8,028,461,430

7,705,865,480

8,036,099,290

7,714,517,780

(7,637,860)

(8,652,300)

Ⅱ. 매출원가(주석13,15)

7,025,948,375

6,787,805,010

Ⅲ. 매출총이익

1,002,513,055

918,060,470

Ⅳ. 판매비와관리비
보수

1,002,513,055

918,060,470

462,527,649

427,917,380

89,176,400

62,674,200

139,000

375,790

사무관리비

91,533,530

104,835,340

공공운영비

38,724,670

41,629,350

6,040,900

4,381,560

사업업무추진비

11,999,350

11,999,300

사회보험부담금

50,431,826

38,874,980

기타복리후생비

94,364,940

77,918,920

퇴직급여
퇴직연금수수료

국내여비

교육훈련비

5,517,250

5,323,120

수선유지비

10,503,490

13,792,730

정원가산업무비

16,245,570

12,721,360

부서업무비

11,522,130

10,645,540

평가급

79,126,280

87,527,090

감가상각비

14,006,270

11,483,810

포상금

7,843,800

5,960,000

출연금

12,810,000

-

Ⅴ.영업이익

-

Ⅵ.영업외수익

-

-

-

이자수익

57,512,319

40,976,028

잡이익

23,520,811

40,617,074

(81,033,130)

(81,593,102)

정산반환금
Ⅶ.영업외비용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Ⅸ.법인세비용

-

-

Ⅹ.당기순이익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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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2016.01.01 (전기초)

(단위 : 원)
이 익

자본금

총 계

잉여금

500,000,000

-

500,000,000

-

-

-

2016.12.31 (전기말)

500,000,000

-

500,000,000

2017.01.01 (당기초)

500,000,000

-

500,000,000

-

-

-

500,000,000

-

500,000,000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017.12.31 (당기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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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18(당) 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제 17(전) 기
43,718,830

1.당기순이익
2.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21,525,905

-

-

674,467,584

473,776,200

626,177,284

424,247,190

48,290,300

49,529,010

3.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

(630,748,754)

(452,250,295)

(58,657,805)

(131,727,686)

미수수익의감소(증가)

171,663

1,215,352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330,180

(102,470)

미지급금의증가(감소)

11,319,960

9,262,783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58,629,945

131,755,546

-

(38,831,194)

퇴직금의지급

(331,267,714)

(272,011,820)

퇴직연금의 증가

(311,274,983)

(151,810,806)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미수금의감소(증가)

예수금의증가(감소)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9,973,580)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보증금의 유입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9,089,275)

26,217,620

53,360,000

5,355,000

3,360,000

20,862,62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50,000,000

(76,191,200)

(72,449,275)

19,152,920

-

-

25,281,980

7,038,280

11,734,38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5,432,915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0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차량운반구의 취득
비품의 취득
수탁자산(비품)의 취득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038,280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7,038,280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유입

7,038,280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11,734,380
11,734,380
11,734,380

783,530

14,171,010

Ⅴ.기초의현금

59,785,640

45,614,630

Ⅵ.기말의현금

60,569,170

59,785,64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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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8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7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1. 공단의 개요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이하 “ 공단”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 146조, 지
방공기업법 제 76조 제 1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
례에 의거 200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자본금 50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사업, 공원과 녹지 관리사업, 가로· 보안등 공원쉼터 관리
사업, 청사 관리사업, 수경시설 관리사업, 도로시설물 환경관리 사업, 소규모 주민민
원 불편사항 등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위탁하는 사업을 남구청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인
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
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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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의 인식

공단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청 세외수입금은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구
청에 납입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니고,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대행사업비의 정산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연도말
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교부자금 운용시 발생한 수입이자
를 구청에 반환하게 되는바, 이를 "정산반환금” 으로 표시하고 있다. 당년도 정산 반
환금은 연도말에 반환되지 못하여 미지급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수탁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
공단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공공시설 수탁관리에 필요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
에 소요되는 자본예산 수취금액을 대행사업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과목으로 하여 관련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탁유형자산 또는 수탁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단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자산취득
보조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감가상각에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공기구비품

5년

- 10 -

라. 퇴직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공단의 퇴직
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의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납입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당기 비
용처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
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류

은행

공공예금

보통예금

합

계

당기말

전기말

비고

국민은행

3,762,600

1,013,470 일반회계

국민은행

3,881,980

7,642,020 특별회계

국민은행

3,648,760

5,066,740 수입지출외현금

국민은행

-

국민은행

-

3,213,000 시민게시대

국민은행

825,100

1,760,300 공영주차장

국민은행

30,325,000

국민은행

9,020,200

5,722,980 종량제봉투판매

국민은행

8,662,720

7,553,760 현수막수입

국민은행

442,810

2,721,510 옥외광고물

국민은행

-

94,000 견인보관소

60,5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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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0 법인카드결재

24,970,000 주차장리모컨보증금

59,785,640

4. 장단기 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단의 단기 및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단기금융상품

은행

전기말

비고

국민은행

91,438,850

87,201,570

자본금

신한은행

86,662,910

80,521,060

자본금

신한은행

61,368,140

37,133,900

자본금

국민은행

-

4,237,28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

50,000,00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36,035,880

36,035,880

감가상각비

신한은행

24,574,760

24,574,760

감가상각비

신한은행

48,290,300

49,529,010

감가상각비

계

348,370,840

369,233,460

국민은행

50,000,000

-

소
장기금융상품

당기말

감가상각비

장기금융상품 중 국민은행에 예치된 50,000,000원은 전기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보
증보험(주)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미수금
당기말 미수금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

(단위:원)
구분
연차유급휴가 계상액
통상임금
합계

당기말

전기말

232,703,631

158,194,67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232,703,631

15,851,156 통상임금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
174,0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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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및 수탁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및 수탁유형자산의 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과목

구분
취득가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수탁자산
건물

당기감소

기말잔액

333,758,070

19,152,920

13,676,440

339,234,550

(230,665,320)

(40,883,470)

(13,676,440)

(257,872,350)

103,092,750

(21,730,550)

-

81,362,200

41,214,940

-

-

41,214,940

(13,541,150)

(7,406,830)

-

(20,947,980)

27,673,790

(7,406,830)

-

20,266,960

26,535,150

-

-

26,535,150

(15,921,090)

(5,307,030)

-

(21,228,12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614,060)

5,307,030

-

(5,307,030)

-

-

-

-

141,958,900

-

-

141,958,900

(141,952,900)

-

-

(141,952,900)

(6,000)

-

-

(6,000)

-

-

-

-

취득가액

122,280,380

7,038,280

5,819,000

123,499,660

감가상각누계액

(78,432,213)

(16,945,097)

(5,819,000)

(89,558,31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3,848,167)

9,906,817

-

(33,941,350)

-

-

-

-

130,766,540

(29,137,380)

-

101,629,160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비품

당기증가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차량운반구

기초잔액

순장부가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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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위: 원)
과목

구분
취득가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수탁자산
건물

기초잔액

당기증가
-

23,158,580

333,758,070

(209,178,260)

(44,645,640)

(23,158,580)

(230,665,320)

147,738,390

(44,645,640)

-

103,092,750

37,764,470

25,281,980

21,831,510

41,214,940

(30,489,290)

(4,883,370)

(21,831,510)

(13,541,150)

7,275,180

20,398,610

-

27,673,790

41,285,150

-

14,750,000

26,535,150

감가상각누계액

(25,361,060)

(5,310,030)

(14,750,000)

(15,921,09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5,924,090)

-

(5,310,030)

(10,614,060)

-

(5,310,030)

(5,310,030)

-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50,495,700

-

8,536,800

141,958,900

(150,488,700)

(1,000)

(8,536,800)

(141,952,900)

(7,000)

-

(1,000)

(6,000)

-

(1,000)

(1,000)

-

168,082,380

11,734,380

57,536,380

122,280,380

(120,471,903)

(15,496,690)

(57,536,380)

(78,432,213)

(47,610,477)

(11,734,380)

(15,496,690)

(43,848,167)

-

(15,496,690)

(15,496,690)

-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수탁자산
비품

기말잔액

356,916,650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차량운반구

당기감소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합 계

155,013,570

130,766,540

7.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과목

수탁자산
소프트웨어

구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취득가액

10,610,000

-

7,700,000

2,910,000

감가상각누계액

(7,688,833)

(1,223,667)

(7,700,000)

(1,212,5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921,167)

1,223,667

-

(1,697,500)

-

-

-

-

순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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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위: 원)
과목

구분

기초잔액

취득가액
수탁자산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17,210,000

-

6,600,000

10,610,000

(11,286,833)

(3,002,000)

(6,600,000)

(7,688,833)

(5,923,167)

-

(3,002,000)

(2,921,167)

-

(3,002,000)

(3,002,000)

-

순장부가액

8. 미지급금
당기말 현재 미지급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인천광역시 남구청에게 반납할
예정입니다.
(단위: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대행사업비

7,644,580

8,655,490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종량제봉투 수입

9,020,200

5,722,980 수입금 미반납금액

옥외광고물 수입

442,810

2,721,510 수입금 미반납금액

8,662,720

7,553,760 수입금 미반납금액

주차요금 수입

825,100

1,760,300 수입금 미반납금액

견인카드 수입

-

94,000 수입금 미반납금액

현수막게시대 수입

수입지출외 자금

3,648,760

5,066,740 퇴직자관련 4대보험 정산금

시민게시대

-

선급보험료

8,646,600

8,976,780 선급비용 계상액

미수수익

3,000,829

3,172,492 미수수익 계상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3,213,000 수입금 미반납금액

16,588,802
58,480,401

223,389 당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투자자산 계상액
47,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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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지급비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지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기말

연차유급휴가 계상액

전기말

232,703,631

통상임금

-

카드결제

-

합계

158,194,67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15,851,156 통상임금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
27,860 주유카드 결제분

232,703,631

174,073,686

10.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A)

3,024,932,170

2,872,696,800

퇴직금지급액(B)

(331,267,714)

(272,011,820)

626,177,284

424,247,190

기말잔액(A-B+C)

3,319,841,740

3,024,932,170

퇴직연금운용자산

(3,319,841,740)

(3,024,932,170)

-

-

당기설정액(C)

순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급여
당기 및 전기 중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626,177,284

424,247,190

퇴직연금 이자수익

(21,450,479)

(8,164,094)

확정기여형 납입액

15,915,220

138,571,418

620,642,025

554,654,514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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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퇴직급여로 매출원가에 531,465,625원, 판매비와관리비에 89,176,400원 합
계 620,642,025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예치기관

당기말

전기말

국민은행

3,336,430,542

3,025,155,559

장기투자자산대체액

(16,588,802)

(223,389)

퇴직연금운용자산

3,319,841,740

3,024,932,170

11. 자본금

당기중 공단의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자본금은 전액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출자
한 것으로서 2017년 및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각각 500,000,000원입니
다.

12. 담보 및 보증

공단은 전기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장기금융상품 50,000,000 원을 질
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공단의 특수관계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대해 수익 8,028,461,430원 (전기: 7,705
,865,480원)과 비용 8,028,461,430원 (전기: 7,705,865,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 이익잉여금

공단은 이익잉여금이 없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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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출원가

(1) 당기 및 전기의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보수

1,596,332,385

1,542,763,440

무기계약근로보수

2,322,714,921

2,405,511,886

12,593,800

126,094,080

531,465,625

491,980,314

-

500,000

사무관리비

83,012,730

59,751,070

공공운영비

174,905,680

173,515,880

699,260

-

일반재료비

365,802,980

354,050,710

사회보험부담금

405,659,904

385,310,230

기타복리후생비

409,525,690

394,660,730

42,712,080

46,425,640

608,092,810

692,285,720

감가상각비

34,284,030

38,045,200

위탁관리비

438,146,480

76,734,110

일반보상금

-

176,000

7,025,948,375

6,787,805,010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퇴직연금수수료

국내여비

수선유지비
평가급

합 계

16.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피고

내용

금액(원)

진행경과

강경숙 외 42명

당사

통상임금

43,000,000

1심진행중

공단은 당기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없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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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

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설명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비치 관리하고 있는 장표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장

표

명

기장관리상태

가. 총계정원장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나. 수입예산정리부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다. 지출예산통제원장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라. 자금수입 및 배정통지서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마. 자금지출기록부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사. 유형자산대장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아. 수입지출외현금 출납부

-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음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공단은 자체적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관리프로그램을 2012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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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예산회계표준시스템 (Lobas)에 의한 회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 공단은 자금지출기록부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이 지출 된 이후 금융기관으
로부터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받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부상예금잔액과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합니다.

B . 예산관리

1. 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적정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채무확정에 의하여 세출예
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 당해연도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습니다.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은 없으며 퇴직연금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예산 편성시 수지를 추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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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C .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ㆍ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손익계산서의 전기사업년도와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비교분석결과 변동사항의 주
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증감

증감율

보수

1,596,332,385

1,542,763,440

53,568,945

3%

무기계약근로보수

2,322,714,921

2,405,511,886

(82,796,965)

-3%

12,593,800

126,094,080

(113,500,280)

-90%

531,465,625

491,980,314

39,485,311

8%

-

500,000

(500,000)

-100%

사무관리비

83,012,730

59,751,070

23,261,660

39%

공공운영비

174,905,680

173,515,880

1,389,800

1%

699,260

-

699,260

0%

일반재료비

365,802,980

354,050,710

11,752,270

3%

사회보험부담금

405,659,904

385,310,230

20,349,674

5%

기타복리후생비

409,525,690

394,660,730

14,864,960

4%

42,712,080

46,425,640

(3,713,560)

-8%

608,092,810

692,285,720

(84,192,910)

-12%

감가상각비

34,284,030

38,045,200

(3,761,170)

-10%

위탁관리비

438,146,480

76,734,110

361,412,370

471%

일반보상금

-

176,000

(176,000)

-100%

7,025,948,375

6,787,805,010

238,143,365

3%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퇴직연금수수료

국내여비

수선유지비
평가급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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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인원감소 (견인자동차 2명, 시니어 6명 계약만료)로 인하여 기간제근
로자 보수가 감소함
- 퇴직연금수수료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로서 당기에는 발생하지 아니함
- 사무관리비
당기 중 주차 전산유지보수비, 카드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총 23백만원 증가함
- 평가급
2016년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에는 없었으므로 평가급 감소
함
- 감가상각비
당기 중 유형자산 상각기간 종료로 1년 미만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전기대비 감가
상각비 감소함
- 위탁관리비
시니어 시장형 (공원, 주차), 수별전정 용역비(녹지)가 증가함
(판매비일반관리비)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증감

462,527,649

427,917,380

34,610,269

8%

89,176,400

62,674,200

26,502,200

42%

139,000

375,790

(236,790)

-63%

사무관리비

91,533,530

104,835,340

(13,301,810)

-13%

공공운영비

38,724,670

41,629,350

(2,904,680)

-7%

6,040,900

4,381,560

1,659,340

38%

사업업무추진비

11,999,350

11,999,300

50

0%

사회보험부담금

50,431,826

38,874,980

11,556,846

30%

기타복리후생비

94,364,940

77,918,920

16,446,020

21%

교육훈련비

5,517,250

5,323,120

194,130

4%

수선유지비

10,503,490

13,792,730

(3,289,240)

-24%

정원가산업무비

16,245,570

12,721,360

3,524,210

28%

부서업무비

11,522,130

10,645,540

876,590

8%

보수
퇴직급여
퇴직연금수수료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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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증감

평가급

79,126,280

87,527,090

(8,400,810)

-10%

감가상각비

14,006,270

11,483,810

2,522,460

22%

포상금

7,843,800

5,960,000

1,883,800

32%

출연금

12,810,000

-

12,810,000

0%

1,002,513,055

918,060,470

84,452,585

9%

합계

증감율

- 퇴직급여
전기에 신규채용된 직원 (정규직 3명, 현장관리직 2명)으로 인해 당기 중 퇴직급여 증
가함
- 사무관리비
전기에는 임원 채용 광고료, 변호사선임료 및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했으나
당기에는 그러한 비용이 없어 감소함
- 국내여비
교육, 출장 등의 증가로 국내여비 증가함
- 사회보험부담금
4대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11백만원 증가함
- 기타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이 증가하여 전기대비 16백만원 증가함
- 수선유지비
전기에 본소 사무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면서 수리비 발생하였으나 당기에는
그러한 지출이 없어 3백만원 감소됨
- 정원가산업무비
노조화합 행사비 등으로 전기대비 약 3백만원 증가함
- 평가급
2016년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에는 없었으므로 평가급 감소
함
- 감가상각비
전기에 에어컨, 컴퓨터 구입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감가상각비 2백만원 증가함
- 포상금
당기에 산업시찰비 증가하여 전기대비 약 2백만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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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
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재무상태표의 전기 사업년도와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비교분석결과 변동사항의 주
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증감

유동자산

653,291,070

615,214,198

38,076,872

6%

비유동자산

168,217,962

130,989,929

37,228,033

28%

자산총계

821,509,032

746,204,127

75,304,905

10%

유동부채

291,184,032

221,234,127

69,949,905

32%

30,325,000

24,970,000

5,355,000

21%

321,509,032

246,204,127

75,304,905

31%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증감율

- 비유동자산 전기대비 약 28% 증가 분석
전기에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정기예금 50백만원을 당기에 만기해약 하면서 장
기예금으로 재가입하고, 퇴직금추계액을 초과불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투자자
산으로 16백만원 계산, 차량운반구 취득 19백만원으로 비유동자산 총액이 약 8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8백만원으로 인하여 비유동자산 순액이 약
37백만원 증가함.

- 유동부채 전기대비 약 32%증가 분석
사업장 수익금을 구청에 미입금한 잔액이 전기대비 11백만원 증가, 연차유급휴가 추
정부채 증가액 58백만원 총 69백만원 증가로 인함.

- 비유동부채 전기대비 약 21% 증가 분석
수탁보증금이 전기대비 5백만원 증가로 인함.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
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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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일반관리를 하나로 합하여 예산결산과 비교 및 그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재무제표

예산결산

4,381,574,955 4,322,917,150

차이원인

차이
58,657,805

과목
미지급비용

공공운영비

620,642,025

213,630,350

623,348,720

213,300,170

내역

74,508,961 연차유급휴가 추정부채 순증가

미지급비용

(15,851,156) 소송충당부채 순감소

퇴직연금운용자산

(16,365,413)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순증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

금액

(2,706,695) 퇴직연금운용자산

17,556,478 복직자 퇴직연금 개인불입
(1,169,850) 확정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 제도변경

퇴직연금운용자산

(1,532,910) 사전적립

퇴직연금운용자산

(1,195,000) 일수 차이 조정

330,180 선급비용

330,180 선급보험료 순증감

D.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중에 적용된 요율
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E.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비에 대해
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재원에 대
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세입세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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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하여 회
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 회수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3개월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
납월수별 미수금현황)
- 당기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잔액은 없습니다.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 사업집행일정을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F.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되고 있는가?
- 공단은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
계상하고 있는가? 당기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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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사업장의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
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유동성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G. 고정자산 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절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 일반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취득원가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27 -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계정에
계상하였는가?
-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 감가상각방법은 계속성있게 정액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5.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고정자산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H. 채무관리

1. 고정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 등 장기차입금
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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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 미지급 반환금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상환할 재원을 별도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
되지 않은 이유는?
- 전기 미지급금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 상환되고 있습니다.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계상되어 있으며 채무 확정액은 적정합니다.

I. 기타회계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
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
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 - 당해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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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 공단은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
항이 도출되면 전사적인 대책수립과 시행 및 조치실적에 대한 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
적인 보완과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J. 통합경영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ㆍ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 공단은 공시담당자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지방공
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에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
다.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
기준은 합리적인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L. 지역개발기금산업

1. 기금융자ㆍ상환대장은 정확히 정리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금의 융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융자되고 있으며 회수는 적기에 적정이
자를 부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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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발생이자와 미수수익은 정확히 계상되고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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