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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만들었어요.
매년 공개되고 있는 회계 결산서의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으로 작성하여 부천시의 재정운영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세출결산(현금주의·예산회계)과 재무제표현황(발생주의·복식부기)은 개념차이에 따라 결산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
1. 2017년 부천시는 살림을 잘 했을까?

2. 내가 사는 부천시의 자산은 얼마일까?

3. 돈은 어디에서 마련되고 또 어떻게 쓰였을까?

4. 부천시는 얼마를 벌었고 또 빚은 얼마나 될까?

5.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6. 인근 도시와 비교한 부천시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시민과 함께 보는

알기쉬운
부천살림
2017



세입? 세출? 결산?

2017년 부천시 재정규모

2017년 세입결산

2017년 세출결산

2017년 기금결산

재무제표는 이렇습니다.

부천시 살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돈은 어디에서 마련되고 어떻게 쓰였을까?

부천시의 1인당 수익과 빚은?

시민 1인당 부채와 수익과의 관계는?

우리시와 인근 도시와의 비교

부천시 일반현황 / 2017년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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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결산

세입 

거둔 돈

세입·세출결산은 쉽게 말하자면 
시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소비한 금액을 가계부에

작성한 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듯이

시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잘 사용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부천시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림살이에 비해 무리한 예산 운용은 없었는지

투자한 사업의 수입은 얼마인지 등 부천시가 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울 수 있습

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출 

한 해동안 거둔 돈과 사용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계산하여 서류로 작성하는 일

사용한 돈

결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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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종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일반적인 시정운영활동 수행

기타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수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금지원사업 수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조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도시교통의 개선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조례 철도건설사업 효율적운영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조례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 ∙ 설치지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지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조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조례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운용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자활기금 조례 자활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마련

성평등기금 조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아동복지기금 조례 아동복지의 증진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 지역사회발전 및 문화예술의 진흥 도모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통합관리기금 조례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 통합관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관리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하수처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부천시 회계현황

세
입

·세
출

 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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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천시 재정규모

- =

부천시는 2017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 총 세입은 예산현액 1조 9,787억원보다 더 많이 거두었으나, 총 세출은

조금 적게 지출되어 남은 금액인 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사업추진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등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입
부천시가 거둔 돈

총 세출
부천시가 사용한 돈

세계 잉여금
사용하고 남은 돈

2조 156억원 1조 5,135억원 5,021억원 

구분 예산현액

일반회계 1,414,513,068

합계 1,978,763,938

특별회계 564,250,870

공
기
업

상수도 특별회계 87,191,961

공유재산관리 183,139,494

의료급여기금 6,184,929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등생활안정기금

1,446,916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44,902

교통사업 48,675,399

철도건설사업 11,830,734

기
타

폐기물처리시설 8,992,990

도시재정비촉진 1,281,662

도시개발 13,374,761

기반시설 설치 4,924,959

도시재생 9,177,047

세입결산액(가)

1,428,637,301

2,015,687,715

587,050,414

83,282,457

187,758,896

6,328,808

1,550,626

244,673

53,208,764

11,868,624

9,156,796

1,287,017

25,720,995

4,925,217

9,191,723

세출결산액(나)

1,256,346,048

1,513,524,212

257,178,164

57,831,802

64,430,949

6,134,068

81,850

-

40,128,774

10,968,812

1,443,000

-

6,442,428

479,440

5,664,999

세계 잉여금(다)
= (가)-(나)      

172,291,253

502,163,503

329,872,250

25,450,655

123,327,947

194,740

1,468,776

244,673

13,079,990

899,812

7,713,796

1,287,017

19,278,567

4,445,777

3,526,724

다음연도
이월액

172,291,253

502,163,503

329,872,250

25,450,655

하수도 특별회계 187,785,115 192,525,819 63,572,043 128,953,776 128,953,776

소계 289,273,794 311,242,138 135,774,319 175,467,819 175,467,819

123,327,947

194,740

1,468,776

244,673

13,079,990

899,812

7,713,796

1,287,017

19,278,567

4,445,777

3,526,724

부천시 세입∙세출 현황

소계 274,977,076 275,808,276 121,403,845 154,404,431 154,404,431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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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세
출

 결
산

2018 부천시 
재정자립도

세입·세출 
증가율 
약 9% (5년 평균)

부천시 세입의 증가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모두 일률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연도에는 일반회계

수입이 또 다른 해에는 공기업 수입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회계별 수입의 불규칙한 증감에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든 세입이 세원의 증가, 물가 및 공시지가 상승, 징수기법의 발전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시가 빚 없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유지, 도시개발 한계점 도달, 기업 이탈로

세수 감소 등 세입 여건의 변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이후 유사 자치단체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세계 잉여금
(세입-세출)

이월금 118,912

보조금집행잔액 6,321

순세계잉여금 190,158

87,200

8,511

171,675

115,334

9,594

289,369

195,333

7,123

217,310

143,374

6,259

352,53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증가율

소계 315,391 267,385 414,297 419,766 502,164 12.3

4.8

-0.2

16.7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40.3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참조

세입증가율 평균  9.3
세출증가율 평균  8.4

* 유사지방자치단체 : 인구 50만이상 15개 시

*

<단위 : 백만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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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총평
● 2017년 세입은 2조 15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69억원

(5.0%)이 감소하였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세입결산 중 보조금이 22.81%로 가장 비중이 높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와 지방세가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세입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전망됩니다.(2017년 지방세 등 자체수입 337억원↑) 

자체수입
7,816억원(38.78%)

이전수입
7,920억원(39.2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20억원(21.93%)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시 ∙ 군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타 회계 등에서 전입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 항목별 비중 및 금액

2017
세입결산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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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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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설명결산액(억원)

155 

1,279

849

542

1,159

113

구분

지난년도수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세대주, 사업주)에 대해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시민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

담배를 구매할 때 과세하는 세금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

지방세 항목별 세입 세부사항

과목설명결산액(억원)

2,029

1,690

1,712

1,611

2,182

2,040

구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내부거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외
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기부금 등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외 수입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
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재원

상급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관할 시 ∙ 군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

3,568
지방정부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자금

1,029
시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해준 자금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 ∙ 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
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3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95 타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금액

지방세 외 항목별 세입 세부사항

구분

지방세 결산액(천원)

인구수(명)

2013

321,590,955

863,720

2014

331,035,004

855,586

2015

345,570,104

848,987

2016

385,595,184

851,380

2017

409,730,802

850,329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일반회계 기준)

보통세

48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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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출결산액(천원)

인구수(명)

2013

909,508,121

863,720

2014

968,593,607

855,586

2015

1,122,447,659

848,987

2016

1,297,698,550

851,380

2017

1,256,346,048

850,329

시민 1인당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기준)

2017
세출결산

세출결산 총평
● 2017년 세출은 1조 5,135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894억원(11.1%)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5,599억원(36.99%)으로 복지시책 확대로 수혜자 증가에 

따라 작년에 비해 8.4% 증가한 금액입니다.
● 세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경제와 일자리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

함으로써 각종 평가에서의 수상 및 146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77,482원

* 유사지방자치단체 : 인구 50만이상 15개 시

*



세입·세출 결산 11

세
입

·세
출

 결
산

<단위 : 천원>

구분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가)

2,079,943

2,840,421

당해연도 증감액(나)

1,551

▵28,139

285,441

70,777

종류별 계 조성액 사용액

283,890

98,916

당해연도 말
현재액(다)
=(가)+(나)

144,604,837합계 ▵28,466,416 9,508,290 37,974,706 116,138,421

2,081,494

2,812,282

아동복지기금 1,501,281 53,573 162,572 108,999 1,554,854

노인복지기금 5,321,549 ▵53,400 132,868 186,268 5,268,149

문화예술발전기금 5,077,065 ▵59,165 128,255 187,420 5,017,900

옥외광고발전기금 519,402 437,587 455,491 17,904 956,988

재난관리기금 33,220,613 3,570,688 3,581,436 10,748 36,791,301

남북교류협력기금 1,085,741 ▵11,912 27,524 39,436 1,073,829

식품진흥기금 1,464,522 74,793 626,669 551,876 1,539,315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757,340 ▵113,850 50,684 164,534 1,643,49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8,024,932 ▵545,836 656,588 1,202,424 17,479,096

통합관리기금 71,712,028 ▵31,792,305 3,329,985 35,122,290 39,919,723

유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현황 비교

2017
기금결산 기금결산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 부천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7년도에 95억원을 조성하고 380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1억원이고, 2017년도말 조성액의 통합관리기금 399억원 중

296억원은 일반회계에 예탁 중입니다.

연도별 기금운용현황은 해당

연도마다 기금 정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적어 우리시는

기금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유사지방자치단체 : 인구 50만이상 15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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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이렇습니다.
재무제표(財務諸表)는 현재의 금액 기록이나 
관리를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 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현황

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
(현금, 저축한 돈, 받지 못한 돈, 쓰고 남은 자산, 빌려준 돈 등) 
※ 시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

시(市)가 여유 있는 돈을 1년 이상 계약기간으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개인에게 빌려준 자산
(만기가 1년 이상 되는 저축 또는 빌려준 돈)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시 ∙ 동 ∙ 의회 건물, 책상 등 비품, 차량 등)

내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등)
※ 시에서 시민을 위해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위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전세보증금, 특허권, 상표권, 전용소프트웨어 등)

빌린 돈 중 1년 이내 갚아야 할 빚

빌린 돈 중 1년 후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외 빚[퇴직급여충당부채(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할 돈)], 
장기예수보증금(1년 이상 보관했다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지급하는 돈) 등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시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자산

부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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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성비

부채 구성비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6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서관, 의료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17.84%),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순입니다. 

2017년 들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 자산이 감소하면서 일반유형

자산이 유동자산보다 적어졌습니다. 

구분

유동자산

투자자산

금액(억원)

7,004

218

일반유형자산 6,674

주민편의시설 19,488

사회기반시설 75,753

기타비유동자산 99

자산 총계 109,236

구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금액(억원)

865

3

기타 비유동부채 281

부채 총계 1,149

재정상태표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8,087억원입니다.

재
무

제
표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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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Ⅰ.인건비

Ⅱ.운영비

2017년(억원) 2016년(억원)

2,200 2,066

1,394 1,316

3,524 3,301

Ⅲ.정부간이전비용 687 677

Ⅳ.민간 등 이전비용 6,207 5,773

Ⅴ.기타비용 945 993

Ⅶ.자체조달수익 6,878 7,441

Ⅵ.비용총계 13,563 12,809

Ⅹ.수익 총계 14,677 14,407

재정운영결과
(수익 - 비용)

1,114 1,598

104 121

222 140

352 336

수선유지비

일반유형

시민편의

사회기반

급여 등...

0.3 12

민간보조금

이자비용

1,518 1,460위탁대행사업비 등...

5,645 5,166

감가상각비 759 710

대손상각비 등... 145 222

지방세 4,166 3,968

Ⅷ.정부간이전수익 7,795 6,964

Ⅸ.기타수익 4 2

국가보조금수익 등... 3,456 3,220

세외 2,711 3,473

재정운영표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1년간 번 돈과 사용한 돈의 내역을 나타낸 보고서로 

전기대비 변동사항이 큰 과목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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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현
황

주로 사용한 돈은

● 인건비 : 2천2백억원 지출하여 전년대비134억원 증가(6.5%↑) 

● 운영비 : 자산취득을 제외한 시설유지에 들어간 돈으로 시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증가 

- 주차장, 공원 등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

- 하천 등을 정비하여 주변환경, 수해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더 많은 돈을 사용

- 이자비용은 빚을 많이 갚아 급감했음.

● 민간 등 이전 비용 :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금액         

- 민간보조금: 전년대비 479억원 증가(9.3%↑)

기업활동지원, 일자리지원, 친환경정책 추진 등에 증가세가 두드러짐. 

● 감가상각비 : 사용 중인 자산이 노후 되어 가치가 감소됨을 나타냄.

- 감가상각비↑ : 향후 자산교체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음.

● 대손상각비 : 받을 돈에 대한 회수 불가한 추산액 

- 대손상각비 ↓: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손상각비의 감소는 세수 확충에 긍정적임.

벌어들인 돈은

● 자체조달수익 : 부천시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은 4.8% 증가했으나 세외수익은 28%나 감소해

시 살림살이에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간이전수익 : 부천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총수익 중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53.1%차지하여 

정부 의존도가 높음.

● 재정운영결과(잉여금) : 수익(Ⅹ) - 비용(Ⅵ)으로 전년대비 484억원 감소하였는데 수익의 증가폭이 비용의 

증가폭보다 적었기 때문임. (수익  증가폭 1.87%↑, 비용 증가폭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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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살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시민편의시설별 자산규모

부천시의 자산과 부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05%로 부채비율이 매우

낮지만, 자산은 도로 등 매각 불가능 자산이

93.3%를 차지하여 앞으로 자산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증가할 경우 시 살림살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체 자산 중 판매용 토지는 0.5%밖에 되지

않아 토지 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민편의시설의 경우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본 자산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시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

니다.  

문화및관광시설은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자산 규모(13.5%)가

체육시설(10%)을 능가하고 있어 부천시가 문화관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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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중 채무의 비중
채무는 대부분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하며 부채는 채무 외에 지급하지 못한 돈(미지급금), 직원(공무원 제외)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예상퇴직금을 추정 반영하여 채무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2016년에는 빌리지 않고 701억원을 갚아 빚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7년에도 23억원을 갚아 이제 부천시 빚은 7억원만 남았습니다. 

부채에서 채무를 뺀 빚이 2010, 2015, 2017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이유는 토지매각 시 미리 받은 돈(토지 명의이전 전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단,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채무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여 원금상환과 이자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資産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有價値物)

부채負債  채권자가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 내지 권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채무債務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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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디에서 마련되고 어떻게 쓰였을까?

재원의 원천

재원분석
스스로 벌어들인(자체조달)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의존재원(국·도비 보조금 등) 또한 53.1%로 시 살림살이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부담이 적은 교부세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부천시 돈이 수반되는 사업 보조금의 확보 시 부담비율을

적의판단하여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매년 불규칙적이므로 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예, 사용료 등 현실화 방안 마련,

국가사무에 대한 적정한 운영비 보조 요구 등)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수익 대비 

스스로 번 돈의 비율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높아야

살림살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스스로

벌어들이는 능력은 매년 하락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출식 : 세금+세금외수입/세금+세금외수입+국가로부터 받은 돈(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100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입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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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의 약 40.5%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기조에서 기인한 것이나 경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평균(38.5%)보다 높다는 것은 법적 경비 외 지출이

타 도시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기타 분야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전년대비 공공질서및안전, 환경보호, 교통, 국토개발 분야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방범관리강화, 대기질개선, 도로유지관리, (소)하천정비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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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출

부천시는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사회복지비 40.5%



수익

20 2017 알기쉬운 부천살림

부천시의 1인당 수익과 빚은?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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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부채, 즉 빚이 증가하면 부천시와 내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 동안 내가 안고 있는 빚은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토지매각에 따른 미리 받은

돈이 부채로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증가

(650억원) 했으나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2016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부천시의 1인당 총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2016년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증가폭은 더 낮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증가해야만 시는 우리에게 각종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우리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익/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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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인구수

1,726,038원

135,109원



재무제표 현황 21

재
무

제
표

현
황

시민 1인당 부채와 수익과의 관계는?

2013년 이후 부채와 벌어들인 수익과의 폭은 지속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긍정적 신호로 나타났으나, 2017년도에 접어 들어

그 폭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2017년도 부채의 일시적 증가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토지매각에 따른 미리

받은 돈(선수금)이 부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추세를 본다면 부채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로 인한 살림살이 파탄의 사례 ::: 일본 유바리 석탄역사마을 사례

일본 유바리는 기존의 주된 수입원인 탄광개발 사업이 산업형태 변화로 둔화되자 탄광촌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부채를 사용하여 즉, 빚이 증가하였으나 시민들은 외면했고, 계획된 만큼 관광수입 또한 나오지 않아

유지비만 나가는 상황이 되어 결국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자치단체 파산으로 이어졌다.  

본 비교 그래프는 상호간 멀어질수록 
시 재정운영에 긍정적입니다.

구분

부채와 수익의 차액

2013

1,063

2014

1,141

2015

1,243

2016

1,639

2017

1,591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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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부채와 수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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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와 인근 도시와의 비교

재원 사용의 비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비율은 인근 8개 도시와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며, 특히 운영비(26%)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 도시 평균(29%)보다 낮은 편입니다. 반면, 민간이전비용(46%)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시는

12.3%로 시흥시를 제외한 인근 도시 중 다소 높은 편인데

이는 2017년 토지매각에 따른 미리 받은 돈이 부채로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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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교

* 인근 도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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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용 사용 비교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전체지출의 40.5%를 차지하고 있어 인근 도시 중 고양시에 이어 사회복지비용 사용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용 가능한

재원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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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결산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경리팀 032-625-2634)

부천시 일반현황

2017 주요성과

•2011 도시대상
•2012 제4회 국민신문고 대상
•2013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평가
•2013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표창
•2014 보육사업 유공
•2014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2016 지방공기업 정부3.0평가
•2017 전통시장 활성화
•2017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1위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개 중 2위

1999-2010

11년간
5개

2011-2017

7년간

개획득!9

청렴도 1등급

대통령상 연도별 수상실적

수직상승 

2009년

23

75

108

135

2012년 2014년 2017년

487%

(2017. 12. 31.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을 달성하여
명실상부 청렴도시로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