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818,950,766,104원(전년도 이월금 407,477,909,10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9,645,950,589원이고

지출액은 2,282,142,715,447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27,503,235,14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627,503,235,14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6,923,065,21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309,960,000원)

. 사고이월 7,860,602,2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75,518,548,28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4,085,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19,265,496,84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935,522,522원이다.

※ 2018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8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413,925,307,090원(전년도 이월금 307,463,506,0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9,813,131,725원이고

지출액은 2,021,683,415,681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68,129,716,04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68,129,716,04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4,620,455,1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309,960,000원)

. 사고이월 6,766,348,3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03,402,390,22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4,085,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16,440,413,48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900,108,77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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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05,025,459,014원(전년도 이월금 100,014,403,01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19,832,818,864원이고

지출액은 260,459,299,76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9,373,519,09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9,373,519,09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02,610,0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1,094,253,8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2,116,158,06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2,825,083,36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035,413,744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28,169,227,434원(전년도 이월금 41,191,896,43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818,336,116원이고

지출액은 72,263,728,6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0,554,607,45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0,554,607,4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81,610,0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6,353,127,7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금 2,823,743,9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96,125,77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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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1,645,748,510원(전년도 이월금 5,107,075,5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5,584,982,369원이고

지출액은 22,566,170,1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018,812,20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018,812,20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65,51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244,952,3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08,349,894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40,32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8,884,515원이고

지출액은 1,725,535,29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503,349,22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03,349,22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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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363,999,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349,495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238,61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4,341,076원이고

지출액은 6,816,80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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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87,524,27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187,524,276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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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7,524,276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16,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9,153,560원이고

지출액은 1,139,843,76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79,309,8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9,309,8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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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309,80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41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4,4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4,4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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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4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51,853,743,590원(전년도 이월금 27,087,059,5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2,314,375,522원이고

지출액은 27,838,340,9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476,034,60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4,476,034,60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2,24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9,052,456,84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2,214,791,88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6,545,873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521,78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525,743,28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25,743,2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525,743,2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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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25,743,280원이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9,552,902,334원(전년도 이월금 8,997,761,334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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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29,750,751,384원이고

지출액은 18,987,021,7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763,729,65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763,729,65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73,860,04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300,670,8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9,198,74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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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276,856,231,580 287,014,482,748 188,195,571,106 98,818,911,642 21,000,000 1,094,253,890 45,763,030,350 1,339,430 51,939,287,972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7,714,927,370 121,473,580,977 101,522,651,206 19,950,929,771 529,573,780 2,826,718,340 11,000 16,594,626,651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59,141,304,210 165,540,901,771 86,672,919,900 78,867,981,871 21,000,000 564,680,110 42,936,312,010 1,328,430 35,344,661,321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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