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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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22,515,390,930,934원(전년도 이월금 929,491,144,934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25,637,172,041원이고

        지출액은 19,978,233,096,95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47,404,075,08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947,404,075,084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17,24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879,219,544,88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849,251,29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18,037,903원이다.

2. 2010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5,902,400,797,690원(전년도 이월금 288,282,652,69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34,415,969,288원이고

        지출액은 14,589,232,149,641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5,183,819,64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45,183,819,64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17,24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345,252,094,82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825,474,0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910,990,207원이다.



3.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6,612,990,133,244원(전년도 이월금 641,208,492,244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291,221,202,753원이고

        지출액은 5,389,000,947,31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02,220,255,43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902,220,255,43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원)

        .   사고이월 533,967,450,06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23,777,2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229,028,110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5,712,706,765,244원(전년도 이월금 544,125,124,244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422,907,013,500원이고

        지출액은 4,622,291,788,66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00,615,224,83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00,615,224,83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475,888,734,06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23,777,2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702,713,506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35,882,608,880원(전년도 이월금 124,152,608,88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44,224,737,710원이고

        지출액은 612,277,953,16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31,946,784,54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31,946,784,54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51,004,753,15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80,272,1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561,759,274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48,697,044,090원(전년도 이월금 101,768,178,09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5,722,877,223원이고

        지출액은 873,323,718,47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12,399,158,7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12,399,158,75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16,849,935,449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549,197,792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18,147,281,800원(전년도 이월금 32,172,281,8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908,556,610원이고

        지출액은 258,518,407,90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6,390,148,7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6,390,148,7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48,357,323,25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97,678,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35,146,642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78,530,947,430원(전년도 이월금 15,825,199,43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36,877,856,675원이고

        지출액은 584,234,843,96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643,012,70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2,643,012,70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62,598,049,2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044,963,477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77,749,210,220원(전년도 이월금 197,149,210,22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38,799,652,215원이고

        지출액은 837,571,113,27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28,538,9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28,538,93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83,735,486,10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506,947,162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543,551,498,224원(전년도 이월금 71,091,498,224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85,197,174,907원이고

        지출액은 468,696,457,64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500,717,2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500,717,25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0,705,487,28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5,229,973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39,5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902,784,207원이고

        지출액은 217,984,096,8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918,687,31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918,687,31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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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8,687,317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08,5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13,629,800,347원이고



        지출액은 607,928,398,3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701,401,98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5,701,401,98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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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800,8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5,601,162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122,02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02,330,990원이고

        지출액은 10,879,754,93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22,576,0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22,576,05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81,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1,576,055원이다.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50,026,147,600원(전년도 이월금 1,966,147,600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67,141,242,616원이고

        지출액은 150,877,044,0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264,198,56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264,198,56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356,699,5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07,498,9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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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283,368,000 868,314,189,253 766,709,158,649 101,605,030,604 58,078,716,000 43,526,314,604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2,200,000,000 2,141,710,179 2,102,163,650 39,546,529 39,546,529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98,083,368,000 866,172,479,074 764,606,994,999 101,565,484,075 58,078,716,000 43,486,768,075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