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5만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성주 미래 100년, 성주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행복도시 성주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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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예산.결산의 과정

가. 결산이란?

나. 과정

•결산은 예산과정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

	 -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	비용・수익	등을	기록・보고

(2) 예산 현황
• 2020회계연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9개, 기금 9개가 설치・운영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	및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	기타특별회계	: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한	회계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생활,	수질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장기미집행,	
																							치수사업,	성주군일반산업단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	기금	: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통합재정안정화,	자활,	저소득주민자녀장학,	노인복지,	인재육성,	식품진흥,	옥외광고정비,																									
												재난관리,	주거안정)

2019. 9~12
예산

편성・심의・의결

환류
(재정분석・진단)

2020. 1~12

예산 집행

2021. 1~3
예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2021. 5
의회 결산 
심사・승인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 검사

숫자로 보는 
성주군

(2020.	12.	31.	기준)

43,414명

성주군 인구

5,531억원

성주군이 한 해 쓴 돈

646명

공무원 수

1읍 9면

 233리

행정구역

4천 681만원
주민 1인당 총자산

30만원
주민 1인당 총부채

2019년 0.57%

2020년 0.65%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재무제표 기준에 의함

*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 67명

* 재무제표 기준에 의함

6,657억원

성주군의 한 해 수입

616.08km2

면적

54



(3) 세입.세출 결산 (3)-1 일반회계 세입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총 수입 수납액	:	5,942억원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657억원	(11.1%)

•지방세 : 497억원(8.4%)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인 보통세와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

•세외수입 : 160억원(2.7%)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

군민들로부터 받은 돈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9억원	(24%)

타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금액, 전년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등

-	이전수입 3,856억원	(64.9%)

•지방교부세 : 1,891억원(31.8%)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

•조정교부금 : 142억원(2.4%)

•보조금 : 1,823억원(30.7%)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성)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

497억원(8.4%)

160억원(2.7%)
1,429억원 (24%)

1,823억원 (30.7%)

1,891억원(31.8%)

142억원(2.4%)

• 결산은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의 확정된 계수로 기록 정리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합니다.

예산현액 6,548억원
당해예산 5,537억원, 전년도 이월액 1,011억원

-	각종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109억원	초과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보다	1,017억원	미집행되어,	세계잉여금
			1,12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년도에	비해	2020회계연도	세입은	1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6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넘긴	사업비입니다.

*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리	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받은	보조금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다음연도에	반납합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일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일반회계  1,042억원

특별회계  84억원

세계잉여금
1,12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85억원

보조금 반납금
64억원

순세계잉여금
377억원

일반회계  5,942억원

특별회계  715억원

세입
6,657억원

받은 돈

일반회계  4,900억원

특별회계  631억원

세출
5,531억원

사용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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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는 회계로

   총 9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3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85억원

의료급여기금 : 1

저소득주민생활 : 1

수질개선사업 : 5

발전소주변지역 : 0

장기미집행 : 0

치수사업 : 11

성주군일반산업단지 : 27

하수도사업 : 25

상수도사업 : 15

(단위 : 억원)

의료급여기금 : 8

저소득주민생활 : 3

수질개선사업 : 34

발전소주변지역 : 0

장기미집행 : 1

치수사업 : 17

성주군일반산업단지 : 289

하수도사업 : 224

상수도사업 : 55

(단위 : 억원)

631억원

세출

의료급여기금 : 9

저소득주민생활 : 4

수질개선사업 : 39

발전소주변지역 : 0

장기미집행 : 1

치수사업 : 28

성주군일반산업단지 : 316

하수도사업 : 249

상수도사업 : 70

(단위 : 억원)

716억원

세입

         

        

-	총 세출 지출액	:	4,900억원

- 일반공공행정 : 198억원(4.04%)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 교육 : 9억원(0.18%) 평생교육,	직업교육

- 환경보호 : 440억원(8.97%)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 보건 : 73억원(1.48%)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산업·중소기업 : 132억원(2.7%) 산업・중소기업	일반

- 국토 및 지역개발 : 900억원(18.36%)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 공공질서 및 안전 : 353억원(7.2%) 재난방재,	민방위

- 문화 및 관광 : 362억원(7.38%)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 사회복지 : 825억원(16.84%)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사회복지일반

- 농림해양수산 : 846억원(12.27%) 농업・농촌,	임업・산촌

- 수송 및 교통 : 212억원(4.33%)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 기타 : 551억원(11.25%)

일반공공행정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198억원(4.04%)551억원(11.25%)

900억원(18.36%)

212억원(4.33%)

132억원(2.7%)

846억원(12.27%)

353억원(7.2%)

9억원(0.18%)

362억원(7.38%)

440억원(8.97%)

825억원(16.84%)

73억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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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3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중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18.36%), 농림해양수산(12.27%), 사회복지(16.84%) 등입니다.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7,882 33,186 36,558 3,372 41,068

성주군통합재정
안	정	화	기	금

- 31,982 31,982 - 31,982

성주군자활기금 715 △19 35 54 696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

208 △1 2 3 207

노	인	복	지	기	금 612 1 9 8 613

성	주	군	인	재
육 	 성 	 기 	 금

5,225 435 3,101 2,666 5,660

식	품	진	흥	기	금 156 △4 12 16 152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38 10 10 - 48

재	난	관	리	기	금 928 △198 407 605 730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 980 1,000 20 980

(단위	:	백만원)

하수도사업 : 233전년도말 조성액

79억원 332억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411억원

당해연도 증감액

조성액
366억

사용액
34억

3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재정상태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특정	시점(2020.	12.	31.)의	지방자치단체의	자

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

타내는	재무재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

성됩니다.

순자산
2조 0,189억원

부채
132억

재정운영표

수익 = 비용 + 운영결과

2020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사

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됩니다.

자산
2조 0,321억원

총수익
4,708억원

총비용
4,111억원

재정운영결과

597억

순자산변동표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 운영결과 + 
                  순자산증가 - 순자산감소

2020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명세를	표시

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운영	결

과와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합니다.

기말순자산
2조 0,189억원

기초순자산

1조 9,584억원

운영결과

598억원

순자산증가

8억

순자산감소

1억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특정 자금을 적립하거나 준비

 하는 자금으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당해연도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66억원을 조성하고 34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1억원입니다.

(4) 기금

1110



•자산은 현금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대여금, 공원, 체육시설,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재산 또는 물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1) 자산

•부채는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와 차입금 등의 갚아야 할 빚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급하지 못한

 시군 교부금, 국비 집행잔액, 퇴직 시 갚아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부채

•비용이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합니다.

(3) 비용

•수익이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합니다.

(4) 수익

10060200 40 80

2018

2019

2020

계

유동자산1)

투자자산2)

일반유형자산3)

주민편의시설4)

사회기반시설5)

기타비유동자산6)

(단위 : 억원, %)

2,015 (10.83%)

1,999 (10.15%)

1,615 (7.94%)

28 (0.14%)

27 (0.13%)

665 (3.37%)
2,230 (11.32%)

2,499 (12.30%)
715 (3.52%)

33 (0.18%)
637 (3.43%)

1,924 (10.34%)
13,963 (75.05%)

14,742 (74.84%)

15,443 (76.00%)

18,605 (100%)

19,697 (100%)

20,321 (100%)

33 (0.18%)

33 (0.17%)

22 (0.11%)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1) 유동자산 :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등

3) 일반유형자산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
공공청사 등

5) 사회기반시설 :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산

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6)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2) 투자자산 : 투자 또는 권리행사 목적인 1년 이후 도래할 채권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4) 주민편의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1) 유동부채 :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예상 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부채 :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만기 도래 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1006020 40 80

2018

0 1006040 8020

2019

2020

(단위 : 억원, %)

계

유동부채1)

장기차입부채2)

기타비유동부채3)

112 (100%)

58 (51.63%)

- (0.00%)
54 (48.37%)

174 (100%)

75 (43.14%)

47 (26.85%)
52 (30.01%)

132 (100%)

84 (63.52%)

- (0.00%)
48 (36.18%)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1)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재산임대료, 수수료 등), 임시세외수익(부담금, 과태료 등) 등

2)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2018

2019

2020

(단위 : 억원, %)

100600 20 40 80

계

자체조달수익1)

정부간이전수익2)

기타수익3)

3,967 (100%)

4,789 (100%)

497 (12.54%)

497 (10.38%)

6 (0.12%)

1 (0.02%)

3,469 (87.44%)

4,286 (89.50%)

1)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3) 정부간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5) 기타비용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2) 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4)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100600 20 40 80

2018

2019

2020

계

인건비1)

운영비2)

정부간이전비용3)

민간등이전비용4)

기타비용5)

(단위 : 억원, %)

623 (17.12%)
1,203 (33.05%)

579 (15.92%)
1,197 (32.89%)

37 (1.01%)

3,639 (100%)

688 (16.74%)
1,237 (30.10%)

554 (13.46%)
1,594 (38.78%)

38 (0.92%)

4,111 (100%)

605 (20.55%)

520 (17.66%)

1 (0.02%)

3,981 (84.56%)

726 (15.42%)

772 (26.24%)

1,004 (34.12%)
42 (1.43%)

2,943 (100%)

4,7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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