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594,508,099,640원(전년도 이월금 128,829,460,6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10,736,332,110원이고

지출액은 432,360,485,3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8,375,846,7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78,375,846,7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947,44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78,000,000원)

. 사고이월 20,759,850,8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054,000,000원)

. 계속비이월 61,362,494,7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75,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11,171,836,5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134,224,710원이다.

※ 2018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8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514,742,720,730원(전년도 이월금 113,063,393,7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26,130,607,960원이고

지출액은 382,842,395,2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3,288,212,6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43,288,212,6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3,657,107,16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78,000,000원)

. 사고이월 20,738,250,8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054,000,000원)

. 계속비이월 48,047,543,2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75,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11,124,005,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21,306,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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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79,765,378,910원(전년도 이월금 15,766,066,9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4,605,724,150원이고

지출액은 49,518,090,05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5,087,634,1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35,087,634,1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90,332,8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1,6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3,314,951,52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47,831,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12,918,390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7,948,852,810원(전년도 이월금 146,299,8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79,481,720원이고

지출액은 5,093,809,2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885,672,4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885,672,4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11,048,0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977,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35,687,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61,936,9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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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738,754,810원(전년도 이월금 146,299,8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43,188,410원이고

지출액은 2,156,973,1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86,215,2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86,215,2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88,076,0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8,139,150원이다.

□ 의료급여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95,90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92,941,090원이고

지출액은 154,721,1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8,219,9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219,9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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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35,687,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2,510원이다.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3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33,810원이고

지출액은 830,00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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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8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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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973,46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8,466,550원이고

지출액은 1,752,049,6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26,416,8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26,416,8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22,972,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3,444,890원이다.

□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24,21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2,953,080원이고

지출액은 423,847,5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709,105,5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09,105,5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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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9,105,560원이다.

□ 대지보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95,37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95,725,570원이고

지출액은 605,387,7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90,337,8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0,337,8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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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337,840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180,30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170,740,49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9,170,740,4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170,740,4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977,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93,740,490원이다.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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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64,632,72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4,632,7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4,632,7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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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32,720원이다.

(4)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이 월 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61,816,526,100 66,626,242,430 44,424,280,790 22,201,961,640 1,379,284,760 21,600,000 12,337,951,520 12,143,940 8,450,981,420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790,715,700 25,728,784,380 16,887,256,470 8,841,527,910 879,284,760 10,800,000 7,951,443,150

하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1,025,810,400 40,897,458,050 27,537,024,320 13,360,433,730 500,000,000 10,800,000 12,337,951,520 12,143,940 499,538,27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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