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심사보고서

2021. 6. 2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 2021. 6. 3. 부평구청장 제출
나. 회 부 : 2021.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 2021. 6. 29.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 가결】

2. 제안이유(요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 총괄
예산액
회계별
(A)

2020년도 계(가)

전년도
이월금
(B)

(단위 : 백만원)
결산액

예산
현액
(A+B)

세입
(C)

세출
(D)

계

잉여금(C-D)
보조금
이월금 실제반납
금

순세계
잉여금

988,937

90,361

1,079,298

1,093,992

951,112

142,879

76,108

16,732

50,039

일반회계

967,211

74,717

1,041,928

1,055,913

928,285

127,627

64,740

16,673

46,214

특별회계

21,726

15,644

37,370

38,079

22,827

15,252

11,368

58

3,825

2019년도 계(나)

869,317

71,883

941,200

956,686

808,188

148,498

90,171

8,075

50,252

증감 (가-나)

119,620

18,478

138,098

137,306

142,924

△5,619

△14,063

8,657

△213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

□

결산 총괄

○ 2020년도 최종 예산액은 9,889억 3천7백만원이고
- 예산현액(최종 예산액+전년도 이월금)은 1조 792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80억 9천8백만원(14.67%) 증가
ㆍ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19억 2천8백만원
ㆍ 특별회계 예산현액 373억 7천만원
○ 2020년도 세입결산액 1조 939억 9천2백만원,
세출결산액 9,511억 1천2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1,428억 7천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3천9백만원
세입결산

○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93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3억 6백만원(14.35%) 증가,
- 수납률(수납액/징수결정액)은 96.9%로 전년도(96.3%) 보다 0.6% 증가
- 불납결손액은 16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9천2백만원(△62.25%) 감소
세출결산

○ 2020년도 세출결산액은 9,511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9억 2천4백만원(17.68%) 증가,
○ 일반회계 지출액은 9,282억 8천6백만원으로
집행률(예산현액 대비)이 89.1%로
전년도(88.0%) 보다 1.1% 증가
- 집행잔액은 292억 9천만원이고 전년도(263억 2천4백만원) 대비 11.26% 증가
- 다음연도 이월액은 647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747억 1천7백만원) 보다 △13.35% 감소
○ 특별회계 지출액은 228억 2천6백만원으로 집행률(예산현액 대비)이 61.1%로
전년도(27.9%) 보다 33.2% 증가
- 집행잔액은 31억 1천7백만원이고 전년도(80억 2천2백만원) 대비 △61.14% 감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13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156억 4천4백만원) 보다 △27.33% 감소

□

□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2020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고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25건, 3억 9백만원이며
전년도(21건, 1억 4천9백만원) 보다 1억 5천9백만원(106.7%) 증가
○ 예산의 이체는 21건, 158억 9천1백만원
↳ 2020. 3. 9. 조직개편
계속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 715억 2천1백만원 지출
- 일반회계에서 부평2동·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혁신센터 조성, 희망공원 조성 등 51건이며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혁신센터 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평2동 청사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등 6건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6건, 761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148건, 903억 6천1백만원) 보다 △22건, △142억 5천3백만원(△15.7%) 감소
- 일반회계 116건, 647억 4천만원
- 특별회계 10건, 113억 6천8백만원
기금결산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종, 176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9종, 253억 3천5백만원) 대비 △76억 6천6백만원(3.6%) 감소
- 당해연도 증감 내용은
ㆍ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3천9백만원
ㆍ 성평등기금
1억 8백만원
ㆍ 노인복지기금
2천3백만원
ㆍ 통합관리기금
1천8백만원
ㆍ 식품진흥기금
3백만원 증가
ㆍ 재난관리기금
△66억 2천4백만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ㆍ 자활기금
△15억 6천5백만원 ☜ 자활센터건립비 사용
ㆍ 옥외광고발전기금
△6천4백만원 ☜ 이행강제금 등 수입 감소
ㆍ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백만원 감소

□

재무제표 결산

○ 재정상태
- 특정시점(2020. 12. 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ㆍ 총자산 1조 5,854억 4천8백만원
ㆍ 총부채
869억 5천8백만원
ㆍ 순자산 1조 4,984억 9천만원으로
☞ 총부채 규모가 전년도(573억 3천2백만원) 보다
296억 2천6백만원(51.67%) 증가
☞ 순자산 규모가 전년도(1조 4,905억 5천5백만원) 보다
79억 3천5백만원(0.53%) 증가
- 총자산 중, 유동자산
1,950억 6천1백만원(12.3%)
비유동자산 1조 3,903억 8천7백만원(87.7%)
○ 재정운영
-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사업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ㆍ 총비용 1조 439억 3천4백만원
ㆍ 총수익 1조 509억 1천5백만원
ㆍ 운영차액(총비용 - 총수익)은 △69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485억 7천4백만원) 보다 △415억 9천3백만원(85.62%) 감소
○ 채권 및 채무
-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58억 4천5백만원) 보다 △2억 8천8백만원(△4.92%) 감소
ㆍ 보증금채권(회원권+보증금)
7억 2천만원
ㆍ 융자금채권(공무원학자금대여+민간대여)
41억 9천2백만원
ㆍ 미수금채권: 없음
ㆍ 기타채권(의료보호부담+기타)
6억 4천3백만원
-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9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41억 7천6백만원)
보다 97억 9천1백만원(234.45%) 증가하고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임

□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관리하였으며,
○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져 예산 집행의
과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모두 승인 가결되었음.

5. 질의답변(요지)
질문

답변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 노사민정위원회 예산 대부분이 회의 참석

왜 많이 남았는지?

수당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개최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잔액임.
○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상황 ○ SNS에 취약한 40-60계층에게 마케팅교
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 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할 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왜 행사운 한 용역업체를 찾지 못해 직접 사업을
하게 되어 전용하게 되었음.
영비로 전용된 것인지?
○ 부평풍물대축제 작년 예산정리 사항과 ○ 작년 부평풍물대축제는 비대면으로 전환
올해 개최방법은?
하며 국비 3천만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시비 2백을 포함한 1천만원 정도 잔액
반납하였으며 올해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한 소규모 오프라인 축제로 개최 예정임.
6. 토

론(요지)

- “원안 가결” 제안(우명옥 의원)
7. 심사결과

- 만장일치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