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1,121,173,262,175원(전년도 이월금 74,304,552,175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6,684,737,784원이고

        지출액은 913,748,232,15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32,936,505,62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232,936,505,62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3,779,515,0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534,445,9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01,335,311,4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27,931,6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259,301,553원이다.

2. 2011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872,732,145,635원(전년도 이월금 48,494,648,635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012,337,301원이고

        지출액은 782,950,278,6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8,062,058,67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18,062,058,67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3,623,067,8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641,137,3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56,146,005,24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37,167,4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814,680,69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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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248,441,116,540원(전년도 이월금 25,809,903,5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672,400,483원이고

        지출액은 130,797,953,52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4,874,446,9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14,874,446,95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6,447,1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6,893,308,5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45,189,306,1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90,764,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444,620,857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7,339,414,440원(전년도 이월금 977,635,4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396,034,951원이고

        지출액은 14,871,330,4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524,704,4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524,704,46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4,730,1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0,764,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79,210,091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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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356,37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2,310,655원이고

        지출액은 376,2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371,934,4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371,934,45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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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1,934,455원이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534,99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41,492,958원이고

        지출액은 10,421,757,8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019,735,08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019,735,088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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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9,735,088원이다.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35,05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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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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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19,89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1,557,550원이고

        지출액은 1,000,256,2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31,301,2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31,301,29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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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635,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666,230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484,53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521,463,848원이고

        지출액은 3,96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517,503,8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517,503,848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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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503,848원이다.

□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4,79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00,140원이고

        지출액은 35,057,9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142,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142,23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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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2,230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21,383,440원(전년도 이월금 977,635,4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2,587,890원이고

        지출액은 1,139,155,2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3,432,6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3,432,6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4,730,1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02,45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90,37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122,81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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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액은 33,415,1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56,707,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56,707,69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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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707,69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252,00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52,299,100원이고

        지출액은 2,237,351,8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4,947,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947,23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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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9,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8,100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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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221,101,702,100 217,276,365,532 115,926,623,036 101,349,742,496 101,717,000 6,893,308,560 45,189,306,170 49,165,410,766

상 수 도 사 업 95,245,557,870 97,894,616,949 48,913,570,696 48,981,046,253 13,500,000 29,197,504,270 19,770,0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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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 도 사 업 125,856,144,230 119,381,748,583 67,013,052,340 52,368,696,243 101,717,000 6,879,808,560 15,991,801,900 29,395,368,783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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