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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우리는 첨부된 강릉시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

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강릉시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

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의 13.0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

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

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하

여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우갑준 

강릉시 귀중 2017년 3월 15일

이 검토의견서는 검토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강릉시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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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뒤에 설명되

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

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

았습니다. 

  한편, 재정운영표는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기능별재정운영표와 비용항

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성질별재정운영표 두 가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에는 기능별재정운영표가 포함되며, 성질별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2) 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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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운

영결과와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합니다.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

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5)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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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속명세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

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지방회계법」 제17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서류

로서 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제도적 변화

  강릉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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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1) 재정상태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6.12.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릉시의 총자산은 4조 6161억 79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899억 3

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4,262억 76백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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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 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3,289억 57백만원(7.13%)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4조 2,872억 22백만원(92.87%)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99억 36백만원(2.60%), 단기금융상품 1,063억 34백만

원(2.3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89억 61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98억 40백만원, 재고자산 764억 76백만원 

기타유동자산 87억 91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23억 40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211억 3백만원(0.46%), 일반유형자산 3,306억 14백만원(7.16%) 

주민편의시설 5,560억 37백만원(12.05%), 사회기반시설 3조 3,740억 24백만원(73.09%) 기

타비유동자산 54억 44백만원(0.1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263억 75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유동자산의 총액은 

3,289억 57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97억 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현금과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증가(575억 19백만원), 미수세금의 증가(4억 70백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4조 2,872억 2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66억 3백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건물(20억 21백만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증가, 문화 및 관광시설(132억 2백만원), 기타주민편의시설(25억 14백만원)의 증가 등

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의 증가, 도로(252억 86백만원) 등의 증가로 인한 사회기반시

설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1)-2. 부 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677억 5백만원(35.65%)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87억 90백

만원(20.43%), 기타비유동부채가 834억 8백만원(43.92%)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18억 44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부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677억 5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16억 9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성 장기차입금(388억 50백만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221억 9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8억 50백만원

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부채(116억 49백만원) 등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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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328,957 7.13 279,185 6.22

투자자산 21,103 0.46 22,090 0.49

일반유형자산 330,614 7.16 325,298 7.25

주민편의시설 556,037 12.05 528,422 11.77

사회기반시설 3,374,024 73.09 3,330,336 74.18

기타비유동자산 5,444 0.12 4,473 0.10

자산총계 4,616,179 100.00 4,489,804 100.00

유동부채 67,705 35.65 36,011 21.43

장기차입부채 38,790 20.43 50,439 30.01

기타비유동부채 83,408 43.92 81,609 48.56

부채총계 189,903 100.00 168,059 100.00

고정순자산 4,102,783 92.69 4,048,969 93.69

특정순자산 27,687 0.63 24,819 0.57

일반순자산 295,806 6.68 247,957 5.74

순자산총계 4,426,276 100.00 4,321,745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4,616,179 - 4,489,804 -

   (1)-3.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자산ㆍ부채를 포함할 경우 강릉시의 총자산은  

4조 6,246억 38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904억 51백만원입니다.

  【 강릉시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강 릉 시 지방공사ㆍ공단

총자산* 4,624,638 4,616,179 8,459

총부채 190,451 189,903 548

* 총자산 4조 6,246억 38백만원은 지방공사‧공단 출자금 80억 98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사ㆍ공단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4조 6,165억 40백만원입니다.



Ⅰ. 재무제표 총괄설명

13

 (2) 재정운영결과

   (2)-1. 기능별 분류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강릉시의 사업순원가는 2,550억원이고 관리운

영비 -1,301억 18백만원, 비배분비용 -610억 36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634억 62백만원을 가

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831억 91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484억 26백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강릉시의 

재정운영결과는 -652억 35백만원입니다. 

【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사 업 순 원 가 485,149 229,649 255,500 - 255,500 455,927 209,141 246,786 - 246,786

Ⅱ.관 리 운 영 비 - - 137,398 (7,280) 130,118 - - 123,255 (6,592) 116,663

Ⅲ.비 배 분 비 용 - - 61,036 - 61,036 - - 72,376 - 72,376

Ⅳ.비 배 분 수 익 - - 63,462 - 63,462 - - 49,705 - 49,705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390,471 (7,280) 383,191 - - 392,711 (6,592) 386,120

Ⅵ.일  반  수  익 - - 462,320 (13,894) 448,426 - - 408,960 (14,685) 394,275

Ⅶ.재정운영결과
     (Ⅴ-Ⅵ)

- - (71,849) 6,614 (65,235) - - (16,249) 8,093 (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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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성질별 분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291억 49백만원(19.10%), 운영비 1,867억 68백만원

(27.62%), 정부간이전비용 386억 53백만원(5.72%), 민간 등 이전비용 2,557억 20백만원

(37.81%), 기타비용 660억 14백만원(9.76%)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032억 35백만원(27.41%)이고, 정부간이전수익 5,374억 86백만원

(72.48%), 기타수익 8억 17백만원(0.11%)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6,763억 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13억 3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민간보조

금의 지출확대 및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7,415억 38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2,032억 3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6억 1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수입(222억 47백만원) 및 경상세외수입(102억 

46백만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간 이전수익은 5,374억 8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8억 4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교부세(207억 63백만원) 및 조정교부금(90

억원)의 증가와 보조금수익(210억 85백만원)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수익은 8억 17

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기타수익(186백만원) 등의 감소에 의

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652억 3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70억 80백만원 증가하였으

며 이것은 비용은 313억 3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익은 884억 17백만원이 증가하여 수익

이 비용보다 크게 증가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 요약재정운영표(성질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129,149 19.10 121,292 18.81

운영비 186,768 27.62 160,137 24.83

정부간이전비용 38,653 5.72 39,046 6.05

민간등이전비용 255,720 37.81 244,858 37.96

기타비용 66,014 9.76 79,634 12.35

비용총계 676,303 100.00 644,966 100.00

자체조달수익 203,235 27.41 165,621 25.36

정부간이전수익 537,486 72.48 486,638 74.51

기타수익 817 0.11 861 0.13

수익총계 741,538 100.00 653,121 100.0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65,235) - (8,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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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 표 명 산     식 2016 2015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4.11% 3.74%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85.19%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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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2.07%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 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48.24% 45.60%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 현금창출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57.61% 1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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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3% 126.27%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20.58% 775.27%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0.45% 11.44%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 단기 민간융자금 × 100 53.38% 53.32%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85.77% 86.16%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3.60% 64.78%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100 
※ 이자비용: 차입부채 이자비용

1.38% 2.28%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129.32% 132.58%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66.98% 66.52%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37.16%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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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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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21.13%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46.71% 43.63%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13.19% 15.55%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1,586,464 20,925,633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88,035 783,273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88,035 783,273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467,625 3,044,002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950,378 771,912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87,490 481,849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162,569 3,005,992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195,812 1,141,209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86,427,666 514,876,703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34,838,075 508,447,503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7,210,464 55,716,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