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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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21,883,149,714,882원(전년도 이월금 883,236,785,88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53,270,304,710원이고

        지출액은 20,499,280,110,83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53,990,193,87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053,990,193,873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3,353,049,1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60,534,664,56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849,569,7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252,910,394원이다.

2. 2011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4,980,631,334,820원(전년도 이월금 349,269,335,8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93,158,434,877원이고

        지출액은 14,502,962,392,75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90,196,042,11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90,196,042,11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1,154,123,1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3,649,442,735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633,000,5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59,475,648원이다.



3.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6,902,518,380,062원(전년도 이월금 533,967,450,06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860,111,869,833원이고

        지출액은 5,996,317,718,07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63,794,151,7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863,794,151,75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32,198,92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06,885,221,829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6,569,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493,434,746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6,000,939,664,062원(전년도 이월금 475,888,734,06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7,705,108,943원이고

        지출액은 5,216,173,341,0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81,531,767,86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81,531,767,86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32,198,92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59,957,673,829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6,569,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9,158,598,854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20,823,753,150원(전년도 이월금 51,004,753,1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4,878,734,504원이고

        지출액은 958,875,368,19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6,003,366,3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6,003,366,3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8,088,072,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4,716,205,8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199,088,498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97,930,935,449원(전년도 이월금 116,849,935,449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3,856,309,636원이고

        지출액은 1,053,579,497,661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0,276,811,97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0,276,811,97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2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4,900,670,389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6,494,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739,647,506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3,157,323,256원(전년도 이월금 48,357,323,25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6,967,420,218원이고

        지출액은 176,664,106,1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0,303,314,0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0,303,314,04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795,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9,163,321,9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44,992,108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57,351,706,230원(전년도 이월금 62,598,049,2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85,076,194,091원이고

        지출액은 771,407,318,66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13,668,875,42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13,668,875,42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744,019,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3,910,188,9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5,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014,592,359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77,837,486,101원(전년도 이월금 183,735,486,101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5,861,295,158원이고

        지출액은 839,367,574,30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26,493,720,8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26,493,720,8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8,945,635,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65,553,451,2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994,634,576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50,640,716,286원(전년도 이월금 10,705,487,28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529,290,679원이고

        지출액은 407,751,927,19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7,777,363,4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7,777,363,4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027,2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8,939,168,4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10,995,040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57,0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384,222,857원이고

        지출액은 205,132,686,4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251,536,36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251,536,36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179,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466,447,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93,910,633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59,8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66,804,280,247원이고



        지출액은 658,304,237,6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500,042,5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500,042,55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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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0,042,557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041,044,000원(전년도 이월금 281,0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94,032,405원이고

        지출액은 12,856,772,9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37,259,4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37,259,43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08,22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9,039,435원이다.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1,356,699,590원(전년도 이월금 2,356,699,5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153,329,148원이고

        지출액은 132,233,851,7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919,477,4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919,477,408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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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9,477,40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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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578,716,000 862,406,760,890 780,144,376,998 82,262,383,892 46,927,548,000 35,334,835,892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500,000,000 532,060,289 2,793,620 529,266,669 529,266,669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01,078,716,000 861,874,700,601 780,141,583,378 81,733,117,223 46,927,548,000 34,805,569,223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