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414,852,897,000원(전년도 이월금 48,750,034,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0,620,411,200원이고

지출액은 330,094,800,3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0,525,610,8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90,525,610,8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949,569,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6,479,97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4,927,913,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85,459,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82,698,930원이다.

2. 2011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375,101,284,000원(전년도 이월금 46,268,361,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1,507,997,270원이고

지출액은 301,624,751,6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9,883,245,5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79,883,245,5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486,959,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1,251,381,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4,927,913,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37,295,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79,696,6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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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39,751,613,000원(전년도 이월금 2,481,673,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12,413,930원이고

지출액은 28,470,048,6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642,365,2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0,642,365,2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62,61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5,228,589,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163,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3,002,310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6,779,272,000원(전년도 이월금 804,974,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7,125,150원이고

지출액은 3,110,204,3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86,920,8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86,920,8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62,61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163,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76,146,870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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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1,302,48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1,219,110원이고

지출액은 74,566,1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66,652,9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66,652,9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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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6,652,920원이다.

□ 의료급여기금운영는(은)

０ 예산현액 1,364,24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6,870,180원이고

지출액은 1,224,261,6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608,5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2,608,5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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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608,570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는(은)

０ 예산현액 469,46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266,270원이고

지출액은 73,06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69,206,2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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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69,206,2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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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206,270원이다.

□ 주민소득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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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 공영개발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408,40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379,960원이고

지출액은 6,488,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01,891,9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01,891,96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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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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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1,891,960원이다.

□ 장기미집행는(은)

０ 예산현액 683,57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86,309,920원이고

지출액은 79,640,5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06,669,3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06,669,3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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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669,370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621,956,000원(전년도 이월금 180,292,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96,288,010원이고

지출액은 352,497,0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43,790,9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43,790,9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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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790,970원이다.

□ 기반시설는(은)

０ 예산현액 121,42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10,12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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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은 23,723,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987,1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987,1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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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987,120원이다.

□ 수질개선는(은)

０ 예산현액 1,773,325,000원(전년도 이월금 624,682,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4,602,800원이고

지출액은 1,243,220,9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31,381,8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31,381,8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62,61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163,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07,860원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는(은)

０ 예산현액 34,40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78,780원이고

지출액은 32,746,9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731,8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731,8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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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1,8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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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72,341,000 32,415,288,780 25,359,844,340 7,055,444,440 5,228,589,000 1,826,855,440

상 수 도 공 기 업 16,485,212,000 16,586,763,780 13,188,593,960 3,398,169,820 1,916,396,000 1,481,773,820

하 수 도 공 기 업 16,487,129,000 15,828,525,000 12,171,250,380 3,657,274,620 3,312,193,000 345,081,620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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