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483,605,471,000원(전년도 이월금 89,900,515,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88,606,455,130원이며

        지출액은 396,391,887,2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2,214,567,9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92,214,567,910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8,022,977,000원

        .   사고이월 23,911,737,000원

        .   계속비이월 3,807,885,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871,505,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00,463,650원이다

2. 2009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435,448,658,000원(전년도 이월금 82,347,293,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9,268,878,720원이며

        지출액은 356,931,937,5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2,336,941,1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2,336,941,1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820,483,000원

        .   사고이월 21,979,227,000원

        .   계속비이월 3,807,885,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791,517,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37,828,5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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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8,156,813,000원(전년도 이월금 7,553,222,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9,337,576,410원이며

        지출액은 39,459,949,6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877,626,7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877,626,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02,494,000원

        .   사고이월 1,932,510,0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9,987,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62,635,140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4,865,677,000원(전년도 이월금 248,210,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932,398,180원이며

        지출액은 2,328,859,4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603,538,7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603,538,7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81,986,0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9,987,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1,565,080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주택사업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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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813,40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66,456,250원이며

        지출액은 20,554,3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45,901,9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45,901,9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5,901,950원이다

□ 의료급여기금운영는(은)

    ０ 예산현액 783,16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82,442,460원이며

        지출액은 704,790,9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7,651,4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7,651,4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69,051,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99,580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는(은)

    ０ 예산현액 195,49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491,080원이며

        지출액은 33,114,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77,377,0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77,377,0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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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377,080원이다

□ 공영개발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449,46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209,190원이며

        지출액은 83,714,4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66,494,7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66,494,7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494,790원이다

□ 장기미집행는(은)

    ０ 예산현액 728,29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57,492,510원이며

        지출액은 72,075,8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85,416,7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85,416,7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36,626,0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8,790,7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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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지구조성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615,349,000원(전년도 이월금 216,000,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13,137,040원이며

        지출액은 485,962,5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7,174,5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7,174,5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174,510원이다

□ 기반시설는(은)

    ０ 예산현액 76,302,000원(전년도 이월금 19,030,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7,136,790원이며

        지출액은 38,3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8,836,7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8,836,7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36,790원이다

□ 수질개선는(은)

    ０ 예산현액 936,178,000원(전년도 이월금 13,180,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15,090,140원이며

        지출액은 626,003,57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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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그  차인잔액은 289,086,5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89,086,5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45,360,0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935,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90,830원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268,01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69,942,720원이며

        지출액은 264,343,8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598,8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598,8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98,840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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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43,291,136,000 44,405,178,230 37,131,090,170 7,274,088,060 2,202,494,000 1,650,524,000 3,421,070,060

상 수 도 공 기 업 20,685,663,000 20,531,613,200 17,206,632,090 3,324,981,110 732,500,000 1,250,956,000 1,341,525,110

하 수 도 공 기 업 22,605,473,000 23,873,565,030 19,924,458,080 3,949,106,950 1,469,994,000 399,568,000 2,079,5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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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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