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837,340,539,610원(전년도 이월금 283,890,229,6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4,738,449,060원이고

지출액은 2,289,522,811,629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05,215,637,43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605,215,637,43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5,002,244,69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230,348,970원)

. 사고이월 5,880,410,7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83,206,590원)

. 계속비이월 323,839,506,124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50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599,392,9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894,082,921원이다.

※ 2017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7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387,460,329,980원(전년도 이월금 192,878,044,98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2,527,982,959원이고

지출액은 1,988,271,258,053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54,256,724,90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54,256,724,90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5,169,725,66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230,348,970원)

. 사고이월 1,339,973,5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83,206,590원)

. 계속비이월 240,140,251,3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50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5,344,4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601,429,93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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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49,880,209,630원(전년도 이월금 91,012,184,6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52,210,466,101원이고

지출액은 301,251,553,57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0,958,912,52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0,958,912,52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832,519,03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4,540,437,1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3,699,254,814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94,048,5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292,652,984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56,212,795,600원(전년도 이월금 31,774,460,6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180,208,040원이고

지출액은 98,871,057,10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6,309,150,93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6,309,150,93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808,504,63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19,32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5,164,071,804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03,745,2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13,509,2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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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2,519,289,130원(전년도 이월금 3,871,843,1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1,105,179,779원이고

지출액은 54,625,972,4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479,207,34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479,207,34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096,388,6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010,686,8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9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71,641,839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090,35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3,604,635원이고

지출액은 1,696,799,19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36,805,44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36,805,44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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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58,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746,635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194,78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9,259,066원이고

지출액은 6,422,25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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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42,836,81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142,836,816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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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2,836,816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43,43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5,641,970원이고

지출액은 2,143,439,00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02,9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202,9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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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7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11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4,1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4,1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4 -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1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58,803,354,470원(전년도 이월금 27,902,617,4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9,138,855,610원이고

지출액은 29,214,428,1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9,924,427,4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9,924,427,4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19,32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6,757,739,59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43,196,48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4,171,357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844,60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7,524,28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837,524,2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837,524,2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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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7,524,280원이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0,616,86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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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20,670,038,590원이고

지출액은 11,183,996,05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9,486,042,53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486,042,53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602,115,99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6,395,645,344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8,28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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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667,414,030 287,030,258,061 202,380,496,470 84,649,761,591 4,024,014,400 4,321,117,170 48,535,183,010 90,303,234 27,679,143,777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31,289,987,700 129,252,659,647 106,788,313,320 22,464,346,327 3,524,014,400 3,657,884,830 9,535,512,140 62,959,307 5,683,975,65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62,377,426,330 157,777,598,414 95,592,183,150 62,185,415,264 500,000,000 663,232,340 38,999,670,870 27,343,927 21,995,168,127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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