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607,318,651,821원(전년도 이월금 79,507,487,821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20,388,892,188원이고

지출액은 467,918,790,004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470,102,18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52,470,102,18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1,086,091,4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00,000,000원)

. 사고이월 19,188,249,8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3,109,917,82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10,544,4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475,298,649원이다.

2. 2016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571,047,037,911원(전년도 이월금 77,721,978,911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559,892,986원이고

지출액은 449,074,568,6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1,485,324,29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1,485,324,2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936,091,4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00,000,000원)

. 사고이월 17,146,878,7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3,109,917,82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10,544,4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81,891,90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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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36,271,613,910원(전년도 이월금 1,785,508,9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9,828,999,202원이고

지출액은 18,844,221,314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984,777,88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0,984,777,88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041,371,1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93,406,748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8,597,398,100원(전년도 이월금 1,007,617,1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728,877,294원이고

지출액은 12,232,871,9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9,496,005,31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9,496,005,31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333,621,4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62,383,91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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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50,06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6,618,184원이고

지출액은 13,8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92,818,18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92,818,18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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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818,184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18,78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21,682,445원이고

지출액은 760,988,4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0,693,95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0,693,95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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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93,955원이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773,098,000원(전년도 이월금 332,35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6,263,030원이고

지출액은 44,637,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741,626,0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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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741,626,0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12,55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9,076,03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45,04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9,046,535원이고

지출액은 375,042,1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4,004,35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4,004,35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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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004,355원이다.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740,42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428,996,260원이고

지출액은 478,527,8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950,468,4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950,468,4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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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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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0,468,420원이다.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650,77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351,283,960원이고

지출액은 2,001,785,9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349,498,0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349,498,0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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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9,498,0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719,206,100원(전년도 이월금 675,267,1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04,986,880원이고

지출액은 8,558,090,5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46,896,3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46,896,3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021,071,4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824,9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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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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4,215,810 8,100,121,908 6,611,349,334 1,488,772,574 50,000,000 707,749,740 731,022,834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674,215,810 8,100,121,908 6,611,349,334 1,488,772,574 50,000,000 707,749,740 731,022,834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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