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2014년 12월 31일 현재
2013년 12월 31일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1. 회사의 개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포항시가 전액 출자하여 2010년 12월 29일에
설립등기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공기업법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운영 및 기타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포항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흥해실내체육관, 국민체육
센터,실내수영장, 시민볼링장, 포항야구장 등)
2)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및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사업
3) 재활용선별장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사업
4)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아이조아플라자, 어린이교통
랜드 관리 운영사업
5)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6) 시 청사 관리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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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공단은 지방공기업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
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대행사업의 수익 회계처리
대행사업수익은 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업무 위ㆍ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
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
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이므로 공단의 자체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업비는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반환금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 형
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행사업별로 예산초과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익
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영업수익은 공단의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영업수익 중 대행사
업수익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반환금 등
과목으로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포항시에 반환
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공단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
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대
행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단 소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대행사업비
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포항시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
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

분

차량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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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5년

구
구

축

분

내용연수

물

20년

기 계 장 치

구

분

기타의유형자산

내용연수
5년

5년

(3) 수탁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수탁자산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자치단체 소유의 자산
) 등은 재무제표에 공단의 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
성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과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자
금의 수입도 대행사업수익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에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종업원급여
공단은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
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 및 부채 인식금액을 대행사
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 인식 회계처리
만 하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및 부채 인식 회계처리와 동 금액 만큼
대행사업수입과 미수금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
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공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특례에 의하여 자치단체
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
여충당부채 전입액 인식 회계처리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퇴직급여충
당부채 전입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액 인식 회계처리와동 금액 만큼 대행사업수입과 장기미수금 회계처리를 하도 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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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
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
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대행사업수익 및 이자수익의 정산
공단은 당기 중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익 중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
행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대행사업수익에서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교부자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잡수입금
의 반환금액은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여 수입이자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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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

공단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

예입처

비고

보통예금

구분

당기말
14,848,697

-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세입(수련관 보조사업)계좌

보통예금

4,247,220

2,794,100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지출원계좌

보통예금

200,000,000

200,000,000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자본금계좌

보통예금

-

91,596,060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이자계좌

보통예금

10,739,305

3,100,951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세입세출외계좌

보통예금

-

13,994,022

대구은행 포항시청 출장소

기타사업비계좌

229,835,222

311,485,133

합계

전기말

4. 수탁자산

당기 및 전기 중 공단의 수탁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 당기
구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분

기초가액

취득가액

322,910,020

118,055,850

440,965,870

감가상각누계액

(12,289,539)

(9,372,725)

(21,662,264)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10,620,481)

(118,055,850)

취득가액

867,327,030

318,376,400

1,185,703,430

감가상각누계액

(45,804,632)

(52,042,149)

(97,846,781)

수탁자산취득보조금

(821,522,398)

(318,376,400)

취득가액

429,652,200

54,679,750

484,331,950

감가상각누계액

(57,536,056)

(93,410,905)

(150,946,961)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72,116,144)

(54,679,750)

4,700,000

24,406,130

29,106,130

(626,667)

(5,414,457)

(6,041,124)

(4,073,333)

(24,406,130)

1,764,877,050

430,927,310

2,195,804,360

(435,016,756)

(401,945,958)

(836,962,714)

(1,329,860,294)

(430,927,310)

(401,945,958)

(1,358,841,646)

-

(562,186,194)

(562,186,194)

-

취득가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취득가액

공구와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합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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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9,372,725)

(52,042,149)

(93,410,905)

(5,414,457)

기말잔액

(419,303,606)

(1,087,856,649)

(333,384,989)

(23,065,006)

- 전기
구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분

기초가액

증가

취득가액

239,765,520

83,144,500

-

322,910,020

(4,811,321)

(7,478,218)

-

(12,289,539)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34,954,199)

(83,144,500)

(7,478,218)

(310,620,481)

취득가액

409,599,700

457,727,330

-

867,327,030

감가상각누계액

(13,042,639)

(32,761,993)

-

(45,804,632)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96,557,061)

(457,727,330)

(32,761,993)

(821,522,398)

취득가액

88,999,400

340,652,800

-

429,652,200

감가상각누계액

(13,180,117)

(44,355,939)

-

(57,536,05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75,819,283)

(340,652,800)

(44,355,939)

(372,116,144)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

취득가액

-

4,700,000

-

4,700,000

감가상각누계액

-

(626,667)

-

(626,667)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4,700,000)

(626,667)

(4,073,333)

1,028,845,000

736,032,050

-

1,764,877,050

감가상각누계액

(145,611,301)

(289,405,455)

-

(435,016,75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883,233,699)

(736,032,050)

(289,405,455)

(1,329,860,294)

-

(374,628,272)

(374,628,272)

-

취득가액
공구와비품

감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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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지급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단의 미지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

금

분

액

당기말
사업예산 정산반환금

전기말

18,940,880

2,794,100

이자수익 반환금

155,037

91,596,060

선납세금 반납액

17,430,680

14,879,910

-

13,994,022

36,526,597

123,264,092

기타사업부예산반환금
합

계

6. 미지급비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단의 미지급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기초잔액

-

-

연차충당부채환입액

-

-

연차충당부채전입액

92,618,600

-

기말잔액

92,618,600

-

회사는 차기에 발생될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충당부채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연차추정액을 대행사업수익과 미수금으
로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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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수금

예수금은 공단의 4대보험 관련 예수금입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1,135,858,505

631,439,835

퇴직급여 지급액

(181,856,891)

(97,527,360)

퇴직급여 설정액

518,193,366

601,946,030

기말잔액

1,472,194,980

1,135,858,505

당기말 현재 퇴직금소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협 및 대구은행에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퇴직금수급권이 보장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기
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은 1,472,194,980원 입니다.

9. 자본금

공단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 200,000천원은 전액 포항시에서 출자하였으며, 당기 중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1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당)기

2014년 1월 1일 부터

제 4(전)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5년 3월 30일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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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0일

과목

제 5(당)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제 4(전) 기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손실)

-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1. 법인세등

공단의 당기말 현재 납부할 법인세 등은 없습니다.

12.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공단의 재무제표는 2015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13.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2) 공단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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