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530,651,775,402원(전년도 이월금 298,802,583,40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647,165,239,953원이고

지출액은 2,092,494,262,7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54,670,977,243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554,670,977,24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0,298,889,61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2,300,644,000원)

. 사고이월 8,318,933,5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43,625,733,5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9,346,029,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917,957,63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509,463,000원이다.

2. 2016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128,094,781,262원(전년도 이월금 202,558,066,26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0,055,524,134원이고

지출액은 1,827,978,756,0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02,076,768,06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02,076,768,06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177,848,61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2,300,644,000원)

. 사고이월 7,540,028,3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54,593,495,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9,266,029,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149,286,5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616,109,499원이다.



3.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02,556,994,140원(전년도 이월금 96,244,517,1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17,109,715,819원이고

지출액은 264,515,506,6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594,209,17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2,594,209,17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21,04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778,905,1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9,032,238,5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80,000,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768,671,04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893,353,501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08,287,078,000원(전년도 이월금 26,942,348,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629,475,734원이고

지출액은 63,006,056,2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5,623,419,46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5,623,419,46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33,54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98,302,1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0,542,617,4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88,186,3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60,772,549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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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7,212,642,200원(전년도 이월금 3,711,109,2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6,410,732,679원이고

지출액은 20,635,935,4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774,797,25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774,797,25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73,54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8,302,1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000,000,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1,649,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21,304,319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01,40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7,661,045원이고

지출액은 1,821,076,7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26,584,34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26,584,34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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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829,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755,045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148,78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090,732,680원이고

지출액은 6,113,6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084,619,04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084,619,0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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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4,619,040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475,31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6,886,920원이고

지출액은 1,833,447,9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43,439,0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43,439,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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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439,00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99,74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99,009,410원이고

지출액은 198,905,6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3,8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3,8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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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8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8,943,442,800원(전년도 이월금 23,231,238,8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9,998,678,440원이고

지출액은 38,510,576,9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1,488,101,45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1,488,101,4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00,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7,542,617,4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59,707,2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5,776,775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205,74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05,774,56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205,774,5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205,774,56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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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5,774,5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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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294,269,916,140 298,480,240,085 201,509,450,370 96,970,789,715 287,500,000 380,603,000 58,489,621,030 80,484,733 37,732,580,952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35,499,742,930 135,834,138,834 101,865,098,860 33,969,039,974 287,500,000 380,603,000 16,015,751,700 52,369,733 17,232,815,541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58,770,173,210 162,646,101,251 99,644,351,510 63,001,749,741 42,473,869,330 28,115,000 20,499,765,411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