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3,663,050,638,513원(전년도 이월금 354,499,590,513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0,557,432,957원이고

지출액은 3,033,277,902,41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717,279,530,53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717,279,530,53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7,301,205,8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840,474,000원)

. 사고이월 3,624,298,4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5,009,460원)

. 계속비이월 284,364,834,30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3,30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45,031,556,1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957,635,761원이다.

※ 2020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20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3,195,050,615,393원(전년도 이월금 289,950,720,393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0,897,191,077원이고

지출액은 2,753,023,109,31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527,874,081,767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527,874,081,76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6,530,658,26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840,474,000원)

. 사고이월 2,982,311,0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5,009,460원)

. 계속비이월 197,856,389,063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3,300,0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44,563,682,88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941,040,49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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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68,000,023,120원(전년도 이월금 64,548,870,1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660,241,880원이고

지출액은 280,254,793,10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9,405,448,77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89,405,448,77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70,547,6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641,987,4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6,508,445,24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467,873,23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016,595,269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95,981,204,740원(전년도 이월금 14,092,091,7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7,045,461,980원이고

지출액은 60,721,881,0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6,323,580,9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6,323,580,9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85,047,6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67,215,15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1,228,503,0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420,372,5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22,442,627원이다.

- 2 -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4,897,273,200원(전년도 이월금 3,745,600,2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4,097,405,779원이고

지출액은 24,037,624,49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059,781,28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059,781,28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7,058,998,29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5,602,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5,180,601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221,39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8,460,389원이고

지출액은 1,885,177,64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03,282,747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03,282,74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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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282,747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355,96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301,570,386원이고

지출액은 7,840,000원이며

- 3 -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93,730,38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293,730,386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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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3,730,386원이다.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76,98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8,437,250원이고

지출액은 705,433,9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73,003,2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73,003,2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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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003,27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01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5,0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5,0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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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01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8,292,985,010원(전년도 이월금 5,082,669,0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67,598,432원이고

지출액은 11,814,183,22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353,415,21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353,415,21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5,267,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475,918,8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404,770,12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17,459,239원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746,58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746,607,05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8,746,607,05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746,607,0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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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6,607,050원이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6,889,913,530원(전년도 이월금 5,263,822,530원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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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은 26,965,277,684원이고

지출액은 22,271,621,6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693,656,00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693,656,00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9,780,6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67,215,15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693,585,9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3,074,3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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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018,818,380 372,614,779,900 219,532,912,088 153,081,867,812 485,500,000 474,772,260 75,279,942,190 47,500,720 76,794,152,642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61,297,906,380 161,704,382,324 112,377,965,444 49,326,416,880 58,700,000 343,062,340 27,921,374,540 47,500,720 20,955,779,28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10,720,912,000 210,910,397,576 107,154,946,644 103,755,450,932 426,800,000 131,709,920 47,358,567,650 55,838,373,362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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