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구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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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출자자 및 이사회 귀중

2020년 03월 04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
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공단의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지방공
기업법 및 지방공기업결산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333 (대치동, 동원빌딩3층)

전화 : (02)548-8883 팩스 : (02)548-888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결산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공단의 재무보고 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공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
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공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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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구 :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제 20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19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
(032) 89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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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20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20(당) 기

제 19(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072,866,298

834,004,412

1,072,866,298

834,004,412

현금및현금등가물(주석3)

280,368,710

132,291,010

단기금융상품(주석4,11)

439,842,720

389,842,720

사업미수금(주석5)

341,463,760

303,909,682

미수수익

4,827,118

2,870,380

선급비용

6,363,990

5,090,620

Ⅱ. 비유동자산

55,302,266

110,687,791

(1) 투자자산

27,029,076

50,530,511

장기금융상품(주석4)
퇴직연금자산(주석10)

-

50,000,000

27,029,076

530,511

(2) 유형자산(주석6)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28,273,190
254,766,580

339,234,550

(234,103,270)

(291,937,400)

41,214,940

41,214,940

(33,605,060)

(28,354,810)

(3)수탁자산(주석6)
건물

60,157,280

-

-

26,535,150

26,535,150

(26,532,150)

(26,532,150)

(3,000)

(3,000)

159,915,260

141,958,900

(145,337,550)

(141,952,9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4,577,710)

(6,000)

비품

183,782,740

153,462,850

(109,153,920)

(107,291,890)

(74,628,820)

(46,170,960)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무형자산(주석7)

-

-

수탁자산(소프트웨어)

156,310,500

2,910,000

감가상각누계액

(2,376,500)

(1,794,500)

(153,934,000)

(1,115,5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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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20(당) 기

자산 총계

제 19(전) 기

1,128,168,564

944,692,203

608,498,564

421,192,203

부채
Ⅰ. 유동부채
미지급금(주석2,8)

273,294,554

127,349,221

미지급비용(주석9)

335,204,010

293,842,982

Ⅱ. 비유동부채

19,670,000

23,5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10)

4,257,765,960

3,705,257,798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10)

(4,257,765,960)

(3,705,257,798)

19,670,000

23,500,000

보증금
부채총계

628,168,564

444,692,203

Ⅰ. 자본금(주석11)

500,000,000

500,000,000

-

-

500,000,000

500,000,000

1,128,168,564

944,692,203

Ⅱ. 이익잉여금(주석14)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6-

손익계산서
제20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단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 20(당) 기

Ⅰ. 매출액(주석2,13)
사업수익
정산반환금

(단위 : 원)
제 19(전) 기

12,758,739,623

9,857,366,882

12,821,031,143

9,928,532,322

(62,291,520)

(71,165,440)

Ⅱ. 매출원가(주석13,15)

11,242,266,811

8,707,493,633

Ⅲ. 매출총이익

1,516,472,812

1,149,873,249

Ⅳ. 판매비와관리비

1,516,472,812

1,149,873,249

보수

717,623,852

538,005,80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897,330

-

퇴직급여

97,638,630

78,671,190

1,987,260

-

사무관리비

130,382,520

118,796,070

공공운영비

48,926,620

39,362,360

국내여비

12,713,610

7,343,390

국외여비

-

7,150,000

23,953,880

11,999,480

9,700,000

-

사회보험부담금

99,884,610

55,626,770

기타복리후생비

120,997,030

83,003,760

교육훈련비

18,333,910

5,994,180

수선유지비

10,235,850

11,853,740

행사운영비

-

7,952,350

정원가산업무비

18,110,380

16,533,250

부서업무비

13,890,890

12,615,620

평가급 및 성과금 등

96,596,750

101,768,010

감가상각비

11,849,690

14,006,270

위탁관리비

-

13,445,000

포상금

13,720,000

11,716,000

출연금

12,200,000

12,200,000

1,830,000

1,830,000

퇴직연금 부담금

사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협의체부담금
Ⅴ.영업이익
Ⅵ.영업외수익

-

-

1,334,67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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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이자수익
위탁금수입
잡이익
정산반환금

제 20(당) 기
110,423,453

76,996,901

1,334,673,710

-

41,324,151

58,584,045

(151,747,604)

(135,580,946)

Ⅶ.영업외비용
위탁금비용

제 19(전) 기

1,334,673,710
1,334,673,710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Ⅸ.법인세비용

-

-

Ⅹ.당기순이익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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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20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단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2018.01.01 (전기초)

(단위 : 원)
이 익

자본금

총 계

잉여금

500,000,000

-

500,000,000

-

-

-

2018.12.31 (전기말)

500,000,000

-

500,000,000

2019.01.01 (당기초)

500,000,000

-

500,000,000

-

-

-

500,000,000

-

500,000,000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019.12.31 (당기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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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20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단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19(당) 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제 18(전) 기
151,907,700

1.당기순이익
2.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3.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120,018,720

-

-

789,808,295

811,020,741

757,924,205

769,548,861

31,884,090

41,471,880

-

-

(637,900,595)

(691,002,021)

(37,554,078)

(71,206,051)

미수수익의감소(증가)

(1,956,738)

130,44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273,370)

3,555,980

미지급금의증가(감소)

145,945,333

68,868,820

41,361,028

61,139,351

퇴직금의지급

(271,449,296)

(420,965,170)

퇴직연금의 증가

(512,973,474)

(332,525,400)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미수금의감소(증가)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보증금의 감소

(69,861,750)

(78,260,070)

50,000,000

-

50,000,000

-

(119,861,750)

(78,260,070)

3,830,000

6,825,000

수탁자산-차량운반구의 취득

17,956,360

-

수탁자산-비품의 취득

48,075,390

29,963,19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0

41,471,880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6,031,750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66,031,750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유입

66,031,750

29,963,190
29,963,190
29,963,190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148,077,700

71,721,840

Ⅴ.기초의현금

132,291,010

60,569,170

Ⅵ.기말의현금

280,368,710

132,291,01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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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0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1. 공단의 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
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의거 200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자본금 500,000,000원을 전
액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
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의 이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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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청이 위탁하는 사업을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수
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
한 조례에 의거 2018월 7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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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의 인식

공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
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청 세외수입금은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구청에 납입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니고,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청으로부터 교
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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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당년도 정산
반환금은 연도말에 반환되지 못하여 미지급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수탁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
공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공시설 수탁관리에 필요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 수취금액을 대행사업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
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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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소프트웨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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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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말 현재 공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류

은행

공공예금

보통예금

합

계

당기말

전기말

비고

국민은행

39,534,590

74,653,510 대행사업비

국민은행

24,955,680

6,772,740 대행사업비

국민은행

3,254,180

국민은행

2,513,800

국민은행

17,620,000

국민은행

26,930,720

국민은행

2,879,120

국민은행

481,658

국민은행

2,050,000

국민은행

31,884,090

국민은행

128,264,872
280,36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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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510 수입지출외현금
1,949,600 공영주차장
21,140,000 주차장리모컨보증금
8,065,580 종량제봉투판매
781,170 옥외광고물,시민게시대
14,858,900 체육센터운영
2,360,000 체육센터보증금
- 감가상각비
- 보조금외
132,291,010

4. 장단기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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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단기금융상품

전기말

비고

국민은행

91,438,850

91,438,850

자본금

국민은행

61,368,140

61,368,140

자본금

국민은행

86,662,910

86,662,91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89,762,180

89,762,18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36,035,880

36,035,88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24,574,760

24,574,760

감가상각비

국민은행

50,000,000

-

감가상각비

계

439,842,720

389,842,720

국민은행

-

50,000,000

소
장기금융상품

당기말

감가상각비

국민은행에 예치된 단기금융상품 50,000,000원은 전기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
보험(주)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미수금

보고기간말 미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연차유급휴가 계상액
공공요금 발생액
합

계

당기말

전기말

335,204,010

293,842,98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6,259,750

10,066,70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341,463,760

303,9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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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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품

기말잔액

84,467,970

254,766,580

(291,937,400)

(26,633,840)

(84,467,970)

(234,103,270)

순장부가액

47,297,150

(26,633,840)

-

20,663,310

취득가액

41,214,940

-

-

41,214,940

(28,354,810)

(5,250,250)

-

(33,605,060)

12,860,130

(5,250,250)

-

7,609,880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수탁자산
비품

당기감소
-

취득가액

수탁자산
차량운반구

당기증가

339,234,550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건물

기초잔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합 계

26,535,150

-

-

26,535,150

(26,532,150)

-

-

(26,532,150)

(3,000)

-

-

(3,000)

-

-

-

-

141,958,900

17,956,360

-

159,915,260

(141,952,900)

(3,384,650)

-

(145,337,550)

(6,000)

(17,956,360)

(3,384,650)

(14,577,710)

-

-

-

-

153,462,850

48,075,390

17,755,500

183,782,740

(107,291,890)

(19,617,530)

(17,755,500)

(109,153,920)

(46,170,960)

(48,075,390)

(19,617,530)

(74,628,820)

-

-

-

-

60,1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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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3,190

<전기>
(단위: 원)
과목

구분
취득가액

차량운반구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당기증가

339,234,550

-

-

339,234,550

(34,065,050)

-

(291,937,400)

81,362,200

(34,065,050)

-

47,297,150

취득가액

41,214,940

-

-

41,214,940

(20,947,980)

(7,406,830)

-

(28,354,810)

20,266,960

(7,406,830)

-

12,860,130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6,535,150

-

-

26,535,150

(21,228,120)

(5,304,030)

-

(26,532,150)

(5,307,030)

-

(5,304,030)

(3,000)

-

-

-

-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141,958,900

-

-

141,958,900

(141,952,900)

-

-

(141,952,900)

(6,000)

-

-

(6,000)

-

-

-

-

취득가액

123,499,660

29,963,190

-

153,462,850

감가상각누계액

(89,558,310)

(17,733,580)

-

(107,291,89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3,941,350)

(29,963,190)

(17,733,580)

(46,170,960)

-

-

-

-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비품

기말잔액

(257,872,350)

취득가액

수탁자산
차량운반구

당기감소

순장부가액

순장부가액

수탁자산
건물

기초잔액

순장부가액
합 계

101,629,160

60,1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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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취득가액

소프트웨어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2,910,000

153,400,500

-

156,310,500

감가상각누계액

(1,794,500)

(582,000)

-

(2,376,5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115,500)

(153,400,500)

(582,000)

(153,934,000)

-

-

-

-

순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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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위: 원)
과목

구분

기초잔액

취득가액
소프트웨어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2,910,000

-

-

2,910,000

감가상각누계액

(1,212,500)

(582,000)

-

(1,794,5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697,500)

-

(582,000)

(1,115,500)

-

-

-

-

순장부가액

8. 미지급금
보고기간말 현재 미지급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대행사업비

64,490,270

81,426,250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종량제봉투 수입

26,930,720

8,065,580 수입금 미반납금액

옥외광고물,시민게시대 수입

2,879,120

781,170 수입금 미반납금액

주차요금 수입 등

2,513,800

1,949,600 수입금 미반납금액

481,658

14,858,900 수입금 미반납금액

체육센터 수입
수입지출외 자금

3,254,180

1,709,510 퇴직자관련 4대보험 정산금 등

선급보험료

6,363,990

5,090,620 선급비용 계상액

미수수익

4,827,118

2,870,380 예금미수이자 계상액

공공요금 발생액

6,259,750

퇴직연금운용자산

27,029,076

미디어센터 등 보조금
합계

10,066,70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530,511 당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투자자산 계상액

128,264,872
273,294,554

- 위탁금 집행잔액
127,349,221

9.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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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335,204,010

전기말
293,842,98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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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급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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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A)

3,705,257,798

3,319,841,740

퇴직금지급액(B)

(271,449,296)

(420,965,170)

823,957,458

806,381,228

기말잔액(A-B+C)

4,257,765,960

3,705,257,798

퇴직연금운용자산

(4,257,765,960)

(3,705,257,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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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957,458

806,381,228

퇴직연금 이자수익

(66,033,253)

(36,832,367)

확정기여형 납입액

49,591,620

26,793,810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

807,515,825

796,342,671

공단은 당기 퇴직급여로 매출원가에 709,877,195원, 판매비와관리비에 97,638,630
원 합계 807,515,825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예치기관

당기말

전기말

국민은행

4,284,795,036

3,705,788,309

장기투자자산대체액

(27,029,076)

(530,511)

퇴직연금운용자산

4,257,765,960

3,705,25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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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본금

당기중 공단의 자본금 변동은 없으며 자본금은 전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출
자한 것으로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500,000,000원입니다.

12. 담보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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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공단의 특수관계자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대해 대행사업수익 12,758,739,623
원 (전기: 9,857,366,882원)과 대행사업비용 12,758,739,623원 (전기: 9,857,366,88
2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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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3,340,986

1,791,115,3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68,124,320

2,674,096,29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8,102,000

709,877,195

717,671,481

-

1,464,190

사무관리비

216,813,550

191,920,150

공공운영비

230,114,880

287,214,820

-

61,520

일반재료비

584,275,650

571,010,930

사회보험부담금

597,601,360

499,984,050

기타복리후생비

612,671,820

458,101,120

수선유지비

113,660,200

71,899,920

동력비

242,960,850

-

-

895,690

729,986,600

750,038,460

감가상각비

20,034,400

27,465,610

위탁관리비

955,103,460

606,263,690

일반보상금

177,701,540

188,400

11,242,266,811

8,707,493,633

퇴직급여
퇴직연금 부담금

국내여비

부서업무비
평가급 및 성과금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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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당기 중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
1.수입금액
대행사업수입

재무제표

예산결산

12,931,454,596 12,919,715,715

차이

차이내역
세항

목

금액

내역

11,738,881

12,821,031,143

12,811,249,000

110,423,453

108,466,715

7,855,646,483

7,845,864,340

보수

3,000,964,838

2,980,949,850

20,014,988 인건비

보수

무기계약직보수

3,768,124,320

3,746,778,280

21,346,040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

21,346,040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기초기말차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806,950) 공과금 미지급금 기초기말차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자수익
2.지출금액

공공운영비

279,041,500

284,121,820

9,782,143 대행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9,782,143 연차수당부채 등

1,956,738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956,738 미수수익 계상

9,782,143

(5,080,320)

20,014,988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기초기말차액

(1,273,370) 선급보험료 기초기말차액
(579,006,727)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

퇴직급여

807,515,825

834,014,390

(26,498,565)

대행사업비
기타투자자산

퇴직급여
퇴직연금적립금

(271,449,296)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 상계
823,957,458 비현금비용

- 21 -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