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3,239,747,104,773원(전년도 이월금 334,697,175,773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0,641,000,424원이고

지출액은 2,698,974,616,79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71,666,383,63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671,666,383,63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007,057,4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998,292,7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06,990,240,31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2,504,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21,510,017,5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160,775,566원이다.

※ 2019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9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802,959,112,783원(전년도 이월금 259,184,153,783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1,118,042,376원이고

지출액은 2,413,173,536,73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517,944,505,64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517,944,505,64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991,547,6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186,698,2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47,268,474,46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2,504,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18,537,192,6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960,592,598원이다.



3.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36,787,991,990원(전년도 이월금 75,513,021,9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9,522,958,048원이고

지출액은 285,801,080,06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3,721,877,98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3,721,877,98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15,509,8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811,594,4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59,721,765,8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2,972,824,89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200,182,968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16,318,636,750원(전년도 이월금 28,634,737,7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651,863,250원이고

지출액은 80,413,644,81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0,238,218,43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0,238,218,43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195,509,8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1,896,581,94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1,623,642,72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22,483,96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0,819,607,000원(전년도 이월금 265,51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4,565,142,796원이고

지출액은 22,127,754,005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437,388,79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437,388,79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45,600,2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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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5,935,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85,853,551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259,51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05,758,842원이고

지출액은 1,875,626,063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30,132,77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30,132,779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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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132,779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314,83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2,792,426원이고

지출액은 7,322,3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45,470,04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245,470,046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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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5,470,046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656,92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7,580,770원이고

지출액은 1,643,387,19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193,5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193,5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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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3,58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71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4,7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4,7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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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8,850,855,840원(전년도 이월금 19,094,696,8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9,234,502,832원이고

지출액은 30,532,839,9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701,662,89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701,662,89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5,082,669,0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617,707,68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1,286,194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586,21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586,211,46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86,211,4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586,211,46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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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6,211,460원이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0,830,588,910원(전년도 이월금 9,274,530,9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49,769,414원이고

지출액은 24,226,715,24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6,823,054,17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823,054,17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49,909,6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813,912,9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9,231,64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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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469,355,240 318,871,094,798 205,387,435,244 113,483,659,554 1,820,000,000 811,594,470 47,825,183,910 1,349,182,170 61,677,699,004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30,659,513,120 128,944,851,851 104,315,237,299 24,629,614,552 1,820,000,000 371,406,700 1,507,432,680 703,500,000 20,227,275,172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89,809,842,120 189,926,242,947 101,072,197,945 88,854,045,002 440,187,770 46,317,751,230 645,682,170 41,450,423,832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