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694,958,189,550원(전년도 이월금 119,376,785,5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14,740,288,790원이고

지출액은 552,410,786,5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2,329,502,2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62,329,502,2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669,666,5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524,861,2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65,926,945,24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26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3,958,522,61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249,506,673원이다.

※ 2019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9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603,277,718,190원(전년도 이월금 103,749,901,1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19,938,541,840원이고

지출액은 499,101,332,7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0,837,209,0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20,837,209,0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346,448,7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073,181,2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50,738,542,7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26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3,898,314,1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80,722,18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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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91,680,471,360원(전년도 이월금 15,626,884,3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4,801,746,950원이고

지출액은 53,309,453,7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1,492,293,2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1,492,293,2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23,217,7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451,68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5,188,402,5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60,20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68,784,490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1,380,312,080원(전년도 이월금 1,888,048,08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43,281,480원이고

지출액은 6,992,458,15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050,823,3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050,823,3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07,624,8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857,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57,623,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28,574,7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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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769,868,080원(전년도 이월금 388,076,08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4,296,490원이고

지출액은 2,414,973,19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49,323,3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49,323,3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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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9,323,300원이다.

□ 의료급여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33,02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620,240원이고

지출액은 169,906,1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96,714,0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6,714,0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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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57,623,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90,320원이다.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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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3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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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841,810,000원(전년도 이월금 522,972,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417,728,150원이고

지출액은 1,932,909,61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84,818,5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84,818,5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3,624,8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1,193,720원이다.

□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98,10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1,078,760원이고

지출액은 243,038,1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928,040,5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28,040,5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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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8,040,580원이다.

□ 대지보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840,33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0,492,670원이고

지출액은 2,231,631,0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08,861,6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08,861,6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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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861,670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370,740,000원(전년도 이월금 977,0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56,135,08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356,135,0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356,135,0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857,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99,135,080원이다.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62,42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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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162,639,32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2,639,3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2,639,3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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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639,320원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4,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4,286,94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4,286,9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4,286,9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4,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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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70,300,159,280 72,758,465,470 46,316,995,590 26,441,469,880 115,592,900 451,680,000 12,331,402,510 2,584,740 13,540,2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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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5,893,853,760 27,787,178,260 16,327,623,110 11,459,555,150 115,592,900 440,880,000 331,490 10,902,750,760

하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4,406,305,520 44,971,287,210 29,989,372,480 14,981,914,730 10,800,000 12,331,402,510 2,253,250 2,637,458,97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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