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7,112,103,616,059원(전년도 이월금 598,325,165,059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15,599,957,587원이고

지출액은 25,521,635,057,714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193,964,899,87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3,193,964,899,87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74,383,988,489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07,379,103,353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192,523,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1,009,284,262원이다.

2. 2015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9,213,944,006,905원(전년도 이월금 199,076,029,905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82,827,825,201원이고

지출액은 18,448,024,250,82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34,803,574,37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034,803,574,37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18,099,125,6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6,823,897,58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095,656,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8,784,895,062원이다.



3.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7,898,159,609,154원(전년도 이월금 399,249,135,15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232,772,132,386원이고

지출액은 7,073,610,806,88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59,161,325,49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159,161,325,49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6,284,862,889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110,555,205,77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6,867,6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224,389,200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6,938,063,784,154원(전년도 이월금 380,625,410,15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52,018,318,099원이고

지출액은 6,213,315,263,4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38,703,054,6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38,703,054,65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6,284,862,889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73,260,566,77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6,867,6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9,060,757,360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52,374,799,670원(전년도 이월금 52,726,799,6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3,461,787,440원이고

지출액은 889,244,736,12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94,217,051,31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94,217,051,31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8,563,867,3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363,017,5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290,166,448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37,395,320,056원(전년도 이월금 49,025,320,05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6,209,410,256원이고

지출액은 1,059,979,037,443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6,230,372,81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6,230,372,81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2,988,218,312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800,081,5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2,072,961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83,685,661,300원(전년도 이월금 37,879,661,3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837,000,298원이고

지출액은 85,531,126,03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5,305,874,26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5,305,874,26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782,725,897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701,696,5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821,451,866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02,015,665,200원(전년도 이월금 19,617,353,2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6,925,529,196원이고

지출액은 1,325,650,251,69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51,275,277,4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51,275,277,49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601,84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804,748,9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868,688,537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80,574,879,208원(전년도 이월금 138,684,879,208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7,834,783,150원이고

지출액은 1,012,724,395,95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15,110,387,19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15,110,387,19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9,485,992,03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1,480,612,56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6,867,6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046,914,964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09,707,796,720원(전년도 이월금 82,691,396,7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80,327,206,331원이고

지출액은 720,049,497,161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0,277,709,1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0,277,709,1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3,862,219,3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931,409,6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484,080,180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63,4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5,097,680,047원이고

지출액은 214,673,296,0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424,383,9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424,383,95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79,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45,383,957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88,3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89,818,766,902원이고



지출액은 886,260,650,4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58,116,41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58,116,412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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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8,116,412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0,609,66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06,154,479원이고

지출액은 19,202,272,444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303,882,0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303,882,03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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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882,035원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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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960,095,825,000 980,753,814,287 860,295,543,447 120,458,270,840 37,294,639,000 83,163,631,840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177,670,000,000 177,695,612,734 177,420,724,520 274,888,214 274,888,21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82,425,825,000 803,058,201,553 682,874,818,927 120,183,382,626 37,294,639,000 82,888,743,626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