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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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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3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3 (당) 기
금
액

제 2 (전) 기
금
액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주석2,3)

2,089,679,723

3,054,579,783

2,089,679,723

3,054,579,783

823,621,011

2,998,805,323

(수입지출외현금 : 374,823,672원)
2. 단기금융상품(주석2,3)
3. 미수수익(주석4)
4. 선납세금

1,000,000,000

-

266,056,442

53,780,340

2,270

1,994,120

(2) 재고자산(주석2,5)
1. 상품
자산취득보조금
2. 원재료
자산취득보조금
2. 저장품
자산취득보조금

24,752,847

31,372,898

(24,752,847)

(31,372,898)

3,552,051

4,838,732

(3,552,051)

(4,838,732)

1,680,720

2,743,920

(1,680,720)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주석2,6)
1. 입목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

(2,743,920)
-

-

-

-

28,904,000

-

(28,904,000)

-

1,353,354,118

549,721,680

(47,523,131)

(6,930,952)

(1,305,830,987)

(542,790,728)

2,524,175,720

1,054,797,440

(370,264,335)

(61,161,678)

(2,153,911,385)

(993,635,762)

135,226,910

103,106,480

감가상각누계액

(36,349,961)

(10,447,35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98,876,949)

(92,659,13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 차량운반구

5. 공기구비품

741,376,640

363,361,760

감가상각누계액

(146,676,549)

(29,201,163)

수탁자산취득보조금

(594,700,091)

(334,160,597)

(2) 무형자산(주석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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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3 (당) 기
금
액

목

1. 소프트웨어

제 2 (전) 기
금
액

376,292,104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62,379,961

(376,292,104)

자산총계

(262,379,961)
2,089,679,723

3,054,579,783

1,084,699,746

2,054,355,615

부채
Ⅰ. 유동부채
1. 미지급금(주석8)

604,567,730

1,863,304,111

2. 예수금(주석9)

240,313,026

137,271,164

3. 미지급비용(주석10)

239,818,990

53,780,340

Ⅱ. 비유동부채

4,755,809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11)

727,245,980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2,11)

(722,490,171)

부채총계

279,643,469
(279,643,469)

1,089,455,555

2,054,355,615

1,000,000,000

1,000,000,000

자본
Ⅰ. 자본금
1. 자본금(주석2,12)

1,000,000,000

Ⅱ. 이익잉여금(주석13)
1.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00
224,168

224,168

224,168
224,168

자본총계

1,000,224,168

1,000,224,168

부채와자본총계

2,089,679,723

3,054,579,78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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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과

목

(단위 : 원)
제 3 (당) 기
금
액

Ⅰ. 수익(매출액)

제 2 (전) 기
금
액

13,538,785,304

8,824,847,584

1. 대행사업수익 (주석2)

18,590,870,315

12,205,749,490

정산반환금(주석2,7)

(2,771,275,571)

(1,758,947,376)

수탁자산보조금(주석6)

(2,280,809,440)

(1,621,954,530)

Ⅱ. 매출원가
1. 대행사업매출원가

11,531,359,771
11,531,359,771

7,113,498,702
7,113,498,702

Ⅲ. 매출총이익

2,007,425,533

1,711,348,882

Ⅳ. 판매비와관리비

2,007,425,533

1,711,348,882

1. 급여

1,031,885,840

861,235,360

92,817,891

71,903,600

313,372,681

288,671,671

4. 접대비

16,435,700

17,949,100

5. 여비교통비

16,046,230

22,625,760

6. 연구용역비

48,558,000

68,955,000

7. 전산개발비

-

1,600,000

8. 복리후생비

248,234,070

211,032,925

9. 교육훈련비

48,784,760

8,418,301

10. 수선유지비

47,831,000

35,300,000

11. 행사홍보비

20,218,500

26,669,230

12. 정원가산업무비

4,342,500

2,169,810

13. 부서업무비

2,987,500

2,651,200

14. 위탁관리비

35,537,701

90,266,925

15. 기타보상금

5,610,000

-

16. 포상금

1,000,000

1,900,000

17. 평가급

64,163,160

-

18. 출연금

9,600,000

-

2. 퇴직급여
3. 일반운영비

Ⅴ. 영업이익

-

-

Ⅵ. 영업외수익

-

-

1. 이자수익
정산반환금

148,328,322

19,217,396

(148,328,322)

(19,21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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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2. 잡이익
정산반환금
3. 퇴직연금운용수익
정산반환금

제 3 (당) 기
금
액

제 2 (전) 기
금
액

5,896,286

149,259

(5,896,286)

(149,259)

4,206,412

-

(4,206,412)

-

Ⅶ. 영업외비용

-

-

Ⅷ.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

-

Ⅸ. 법인세비용

-

-

Ⅹ. 당기순이익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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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과

목

2017.01.01 (전기초)

(단위 : 원)
이 익

자본금

총 계

잉여금

1,000,000,000

224,168

1,000,224,168

-

-

-

2017.12.31 (전기말)

1,000,000,000

224,168

1,000,224,168

2018.01.01 (당기초)

1,000,000,000

224,168

1,000,224,168

-

-

-

1,000,000,000

224,168

1,000,224,168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018.12.31 (당기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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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과

(단위 : 원)
제 3 (당) 기
금
액

목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2 (전) 기
금
액

(1,175,184,312)

1. 당기순이익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가. 퇴직급여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768,602,327

-

-

447,602,511

279,636,800

447,602,511

279,636,800

-

-

(1,622,786,823)

1,488,965,527

가. 선납세금의 감소(증가)

1,991,850

(1,970,390)

나.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212,276,102)

(53,780,340)

다.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258,736,381)

1,771,956,437

라.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86,038,650

53,780,340

마. 예수금의 증가(감소)

103,041,862

(1,383,720)

(442,846,702)

(279,636,800)

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94,099,008)

(2,308,201,36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94,099,008)

(2,308,201,360)

1,000,000,000

-

28,904,000

-

803,632,438

549,721,680

1,469,378,280

1,054,797,440

마. 차량운반구의 취득

32,120,430

103,106,480

바. 공기구비품의 취득

378,014,880

363,361,760

사. 소프트웨어의 취득

182,048,980

237,214,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나. 입목의 취득
다. 구축물의 취득
라. 기계장치의 취득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94,099,008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증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보조금의 상환

2,308,201,360

2,894,099,008

2,308,201,360

2,894,099,008

2,308,201,360

-

-

-

-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2,175,184,312)

1,768,602,327

Ⅴ.기초의 현금

2,998,805,323

1,230,202,996

Ⅵ.기말의 현금

823,621,011

2,998,805,32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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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3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 공단 현황과 주요영업내용

(1) 설립의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세
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세종특별
자치시 최초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
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2) 공단 개요
가. 설립연월일 : 2016년 9월 23일
나. 주요사업장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 3층(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 대 표 자 : 이사장 신인섭
라. 지분분포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10억원(지분율 : 100%)
마. 주요사업내용
-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 공설묘지의 관리 운영사업
- 주차시설(조치원읍 주차타워,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 운영사업
- 공동구의 관리 운영사업
- 행복아파트의 관리 운영사업(밀마루복지마을 시설의 관리 운영사업을 포함한다)
- 세종고용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사업
- 환승주차장의 관리 운영사업
- 위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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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 회계처리방법

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회
계처리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공단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익년도 2월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회계감사보고
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2) 대행사업의 회계처리
대행사업수익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 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
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시
설이용자로부터 이용대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익이므로 공단의 자체사업수익
에서 제외하고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반납시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대행사업비는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반환금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형
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별로 예산초과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익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수익금은 자치단체로 납입하고 이 경영
수익금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으며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정산반환금 과목으로 대
행사업수익, 영업외수익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공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
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
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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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 회계처리방법, 계속

(4) 단기금융상품
공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 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으
로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공단의 재고자산은 대행사업비로 수령하여 구입하고, 회계연도말에는 사용하고 남은 재고
자산에 대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실사를 통해 확정된 기말재고자산
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하고 실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
단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
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매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
으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
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공단의 대행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는 대행사업비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
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 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계산된 상각액을 직접차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동 상각액을 자산취득보조
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으며, 공단이 보유한 자산별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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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 회계처리방법, 계속

자 산

내용연수

상각방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7) 연차유급휴가 부채
공단은 종업원의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
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당기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인건비인상률
을 감안하여 전액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비용과 부채를 계상하면서 지방공기
업 결산지침에 따라 대행사업수익과 미수수익(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단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를 제외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공단은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 비용과 부채를 계상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과소적립액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대행사업수익과 미수수익(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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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 회계처리방법, 계속

(9) 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재분류
공단은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
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 분류는 전
기에 보고된 순이익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현금및현금성자산

예금종류

기

전

기

보통예금

448,797,339

2,836,942,996

수입지출외현금

374,823,672

161,862,327

823,621,011

2,998,805,323

합
단기금융상품

당

계

정기예금

1,000,000,000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주기표기된 수입지출외현금 374,823,672원은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시설이용료 등 세외수입 미반납금, 이자수입 정산반환금 등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주기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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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수익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수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 과소적립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정기
예금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금

2018년도 퇴직연금운용자산 과소적립액

비

고

4,755,809

2018년 근로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부채

239,818,990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합

액

21,481,643 정기예금(자본금)

계

266,056,442

5. 재고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단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당
과

목

기

전

기

재고종류
재고금액

평가금액

평가금액

예산과목

상품

장의용품

8,436,639

8,436,639

8,781,673

8,781,673

상품

매점용품

16,316,208

16,316,208

22,581,225

22,581,225

원재료

식자재

3,552,051

3,552,051

4,838,732

4,838,732

저장품

수처리용품

1,680,720

1,680,720

2,753,920

2,753,920

29,985,618

29,985,618

38,955,550

38,955,55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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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입목

당
취득원가

기

전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

취득원가

기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

28,904,000

-

28,904,000

-

-

-

구축물

1,353,354,118

47,523,131

1,305,830,987

549,721,680

6,930,952

542,790,728

기계장치

2,524,175,720

370,264,335

2,153,911,385

1,054,797,440

61,161,678

993,635,762

차량운반구

135,226,910

36,349,961

98,876,949

103,106,480

10,447,350

92,659,130

공기구비품

741,376,640

146,676,549

594,700,091

363,361,760

29,201,163

334,160,597

4,783,037,388

600,813,976

4,182,223,412

2,070,987,360

107,741,143

1,963,246,217

합

계

공단의 유형자산은 모두 자치단체의 자산취득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제작한 자산으로 지방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산취득보조금으로 차감표시하고 있
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입목

증

가

감

소

김가상각비

기말잔액

-

28,904,000

-

-

28,904,000

구축물

542,790,728

803,632,438

-

40,592,179

1,305,830,987

기계장치

993,635,762

1,469,378,280

-

309,102,657

2,153,911,385

차량운반구

92,659,130

32,120,430

-

25,902,611

98,876,949

공기구비품

334,160,597

378,014,880

-

117,475,386

594,700,091

1,963,246,217

2,712,050,028

-

493,072,833

4,182,223,412

합

계

<전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김가상각비

기말잔액

구축물

-

549,721,680

-

6,930,952

542,790,728

기계장치

-

1,054,797,440

-

61,161,678

993,635,762

차량운반구

-

103,106,480

-

10,447,350

92,659,130

공기구비품

-

363,361,760

-

29,201,163

334,160,597

-

2,070,987,360

-

107,741,143

1,963,246,217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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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계정과목
소프트웨어
합

계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김가상각비

기말잔액

262,379,961

182,048,980

-

68,136,837

376,292,104

262,379,961

182,048,980

-

68,136,837

376,292,104

<전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소프트웨어
합

계

증

가

감

소

김가상각비

기말잔액

39,690,000

237,214,000

-

14,524,039

262,379,961

39,690,000

237,214,000

-

14,524,039

262,379,961

8. 미지급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공단의 미지급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

기

전

대행사업비잔액

418,032,311

이자수익미반환금

150,098,273

잡이익미반환금

5,896,286

사업비미집행분

30,540,860

합

604,567,730

계

기

비고

1,836,942,996
19,217,396 세종특별자치시
149,259
6,994,460 거래처
1,863,304,111

9. 예수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예수금 240,313,026원은 자치단체에 귀속될 시설이용료 235,316,9
66원과 대행사업 관련 구매계약의 계약보증금 4,981,000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15,060
원으로 전액 수입지출외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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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지급비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 239,818,990원은 공단 근로자의 당기 근로로 인하여 발
생한 연차수당부채를 인식하면서 계상한 미지급비용입니다.

11. 퇴직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금 추계액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금액

당

기

전

기

279,643,469

-

당기 지급액

15,458,141

-

당기 설정액

463,060,652

279,643,469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

727,245,980

279,643,469

퇴직연금운용자산(DB)

722,490,171

279,643,469

공단은 주석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
입자를 제외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
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 비용과 부채
를 계상하면서 퇴직연금운용자산 과소적립액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대
행사업수익과 미수수익(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자 본 금

공단의 설립시 자본금 1,000,000천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당기말까
지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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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금

금

액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액

224,168

224,168

224,168

224,168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24,168

224,168

공단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2019년 3월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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