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403,889,818,000원(전년도 이월금 65,742,599,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894,463,150원이고

        지출액은 333,451,077,2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6,443,385,9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76,443,385,930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4,557,344,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0,384,805,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3,807,885,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62,045,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31,306,340원이다.

2. 2010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359,247,906,000원(전년도 이월금 61,607,595,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65,448,417,120원이고

        지출액은 296,982,796,8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8,465,620,2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68,465,620,2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752,889,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8,707,587,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3,807,885,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44,109,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53,149,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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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44,641,912,000원(전년도 이월금 4,135,004,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446,046,030원이고

        지출액은 36,468,280,3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977,765,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7,977,765,6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04,455,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원)

        .   사고이월 1,677,218,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7,936,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8,156,660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5,838,007,000원(전년도 이월금 281,986,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699,442,230원이고

        지출액은 2,068,432,0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631,010,2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631,010,2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7,278,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97,696,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3,362,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2,674,180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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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1,085,61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3,167,440원이고

        지출액은 14,831,8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58,335,5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58,335,5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8,335,580원이다.

□ 의료급여기금운영는(은)

    ０ 예산현액 1,020,13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8,054,110원이고

        지출액은 874,536,7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3,517,3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3,517,3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26,141,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76,150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는(은)

    ０ 예산현액 467,15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031,380원이고

        지출액은 12,009,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14,022,3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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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14,022,3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022,380원이다.

□ 공영개발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386,90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6,990,230원이고

        지출액은 1,076,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85,914,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85,914,2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914,230원이다.

□ 장기미집행는(은)

    ０ 예산현액 685,416,000원(전년도 이월금 36,626,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99,550원이고

        지출액은 36,626,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67,973,5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67,973,5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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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7,973,55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728,90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17,917,710원이고

        지출액은 339,814,0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78,103,6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78,103,64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80,292,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811,640원이다.

□ 기반시설는(은)

    ０ 예산현액 38,83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70,400원이고

        지출액은 16,2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1,070,4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1,070,4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70,400원이다.

□ 수질개선는(은)

    ０ 예산현액 1,405,451,000원(전년도 이월금 245,360,0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5,605,62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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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액은 755,393,5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50,212,0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50,212,0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7,278,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7,404,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7,220,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09,240원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19,59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9,805,790원이고

        지출액은 17,944,7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861,0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61,0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1,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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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03,905,000 38,746,603,800 34,399,848,320 4,346,755,480 197,177,000 1,479,522,000 74,574,000 2,595,482,480

상 수 도 공 기 업 17,612,745,000 16,831,810,530 15,376,527,080 1,455,283,450 723,663,000 731,6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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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 도 공 기 업 21,191,160,000 21,914,793,270 19,023,321,240 2,891,472,030 197,177,000 755,859,000 74,574,000 1,863,862,03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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