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727,150,869,980원(전년도 이월금 107,381,472,98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33,516,450,320원이고

지출액은 580,189,800,2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3,326,650,0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53,326,650,0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639,829,7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266,686,400원)

. 사고이월 4,351,196,9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8,535,152,7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5,318,484,66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481,985,958원이다.

※ 2020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20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618,679,315,750원(전년도 이월금 91,418,172,7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22,661,879,950원이고

지출액은 514,936,254,31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7,725,625,6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07,725,625,6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0,123,436,33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228,975,000원)

. 사고이월 4,237,689,7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58,098,989,7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5,220,249,92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45,259,9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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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108,471,554,230원(전년도 이월금 15,963,300,2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854,570,370원이고

지출액은 65,253,545,9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5,601,024,4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5,601,024,4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16,393,4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37,711,400원) 원)

. 사고이월 113,507,2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0,436,163,0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98,234,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36,726,010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8,299,192,820원(전년도 이월금 3,064,624,8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51,509,230원이고

지출액은 10,073,662,5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477,846,7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477,846,7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81,686,7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37,711,40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984,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89,145,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23,014,8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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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765,34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882,124,200원이고

지출액은 3,094,900,4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87,223,7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787,223,7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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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223,740원이다.

□ 의료급여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52,97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523,250원이고

지출액은 226,736,2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6,787,05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6,787,0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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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2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64,180원이다.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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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8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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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30,478,820원(전년도 이월금 143,624,8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4,606,610원이고

지출액은 1,644,777,1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739,829,4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39,829,4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8,1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676,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8,054,480원이다.

□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025,34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7,906,630원이고

지출액은 916,318,0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981,588,6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981,588,6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81,588,6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37,71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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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 대지등보상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111,86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110,859,070원이고

지출액은 4,106,976,0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883,0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83,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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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3,000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483,135,000원(전년도 이월금 2,857,0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91,683,57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491,683,5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491,683,5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984,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7,683,570원이다.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46,05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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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346,288,82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46,288,8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46,288,8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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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288,820원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4,000,000원(전년도 이월금 64,0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4,513,240원이고

지출액은 83,954,6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558,6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58,6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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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3,2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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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72,361,410 82,303,061,140 55,179,883,430 27,123,177,710 534,706,750 113,507,230 12,452,163,010 9,089,580 14,013,7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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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0,852,988,900 32,303,349,210 22,683,397,000 9,619,952,210 438,473,750 102,707,230 9,078,771,230

하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9,319,372,510 49,999,711,930 32,496,486,430 17,503,225,500 96,233,000 10,800,000 12,452,163,010 9,089,580 4,934,939,91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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