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582,931,362,222원(전년도 이월금 79,209,423,22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476,030,626원이고

지출액은 454,616,700,00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8,859,330,6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28,859,330,6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316,784,6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700,000,000원)

. 사고이월 31,471,821,45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324,836,000원)

. 계속비이월 31,104,220,2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59,791,0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706,713,233원이다.

2. 2015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547,282,431,172원(전년도 이월금 78,062,982,17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48,170,845,742원이고

지출액은 434,329,436,11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3,841,409,62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13,841,409,62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878,364,6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700,000,000원)

. 사고이월 30,714,558,06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324,836,000원)

. 계속비이월 31,104,220,2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36,786,2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07,480,5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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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35,648,931,050원(전년도 이월금 1,146,441,0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05,184,884원이고

지출액은 20,287,263,8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017,920,99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017,920,99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38,42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757,263,3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3,004,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99,232,724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8,407,525,430원(전년도 이월금 298,717,4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84,197,414원이고

지출액은 14,624,452,5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4,059,744,8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059,744,85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38,42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69,197,1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004,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29,122,87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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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10,16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19,794,775원이고

지출액은 693,751,6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6,043,10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6,043,10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6,407,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35,925원이다.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046,85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35,468,850원이고

지출액은 1,316,56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918,908,8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918,908,8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8,908,850원이다.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15,06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1,615,244원이고

지출액은 8,62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02,995,24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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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02,995,24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2,995,244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12,62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92,107,195원이고

지출액은 314,216,5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77,890,66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77,890,66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890,665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073,972,430원(전년도 이월금 298,717,4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43,308,170원이고

지출액은 9,220,389,2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22,918,9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22,918,9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5,87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49,397,1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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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잔액 6,597,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054,110원이다.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282,51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322,173,570원이고

지출액은 2,492,115,1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830,058,4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30,058,4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0,058,470원이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366,32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9,729,610원이고

지출액은 578,8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780,929,6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780,929,6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12,55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9,8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8,579,6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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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이 월 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7,241,405,620 6,620,987,470 5,662,811,330 958,176,140 188,066,290 770,109,85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241,405,620 6,620,987,470 5,662,811,330 958,176,140 188,066,290 770,109,85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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