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674,150,418,110원(전년도 이월금 83,484,259,1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77,456,346,801원이고

지출액은 514,033,278,127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3,423,068,67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63,423,068,67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2,933,057,2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7,186,238,7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1,612,456,3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95,688,6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95,627,741원이다.

※ 2017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7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631,054,161,970원(전년도 이월금 81,292,887,9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34,238,220,770원이고

지출액은 490,906,063,26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3,332,157,50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43,332,157,50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1,367,767,2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5,229,528,55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1,612,456,3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95,688,6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26,716,77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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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3,096,256,140원(전년도 이월금 2,191,371,1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18,126,031원이고

지출액은 23,127,214,859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090,911,17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0,090,911,17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65,29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1,956,710,2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68,910,962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34,756,553,400원(전년도 이월금 1,433,621,4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5,036,064,033원이고

지출액은 17,017,046,0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019,017,953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019,017,95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8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238,616,2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00,401,75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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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27,31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0,912,294원이고

지출액은 22,430,0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18,482,29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18,482,29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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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482,294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40,63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45,345,625원이고

지출액은 789,979,3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55,366,28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5,366,28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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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66,285원이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892,145,000원(전년도 이월금 412,55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5,224,249원이고

지출액은 1,536,165,41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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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59,058,83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59,058,839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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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9,058,839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69,84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68,215,745원이고

지출액은 411,656,2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56,559,47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6,559,47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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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559,475원이다.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903,97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998,530,730원이고

지출액은 3,455,770,31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542,760,4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542,760,4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611,747,4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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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1,013,020원이다.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026,77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326,787,900원이고

지출액은 2,000,193,7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326,594,2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326,594,2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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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6,594,20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895,868,400원(전년도 이월금 1,021,071,4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61,047,490원이고

지출액은 8,800,851,05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960,196,4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960,196,4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8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626,868,8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3,327,6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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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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9,702,740 8,182,061,998 6,110,168,779 2,071,893,219 1,185,290,000 718,094,010 168,509,209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8,339,702,740 8,182,061,998 6,110,168,779 2,071,893,219 1,185,290,000 718,094,010 168,509,209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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