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32,916,151,695,561원(전년도 이월금 934,297,504,561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45,903,563,074원이고

지출액은 31,014,729,523,949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231,174,039,12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4,231,174,039,12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7,104,193,1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29,069,153,78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920,410,81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2,080,281,360원이다.

※ 2017년도에 교부된 (국ㆍ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7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2,818,685,478,487원(전년도 이월금 246,230,508,487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47,079,274,712원이고

지출액은 22,077,574,113,88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669,505,160,8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669,505,160,8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8,095,400,9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39,509,616,7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504,572,11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1,395,571,022원이다.



3.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10,097,466,217,074원(전년도 이월금 688,066,996,07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98,824,288,362원이고

지출액은 8,937,155,410,067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61,668,878,29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61,668,878,29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9,008,792,2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389,559,537,04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415,838,6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0,684,710,338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9,279,257,090,074원(전년도 이월금 659,857,869,07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646,049,780,871원이고

지출액은 8,197,316,837,57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48,732,943,30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48,732,943,30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9,008,792,22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81,349,675,04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15,838,6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5,958,637,34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687,609,922,330원(전년도 이월금 94,029,060,3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7,929,130,238원이고

지출액은 1,535,642,515,42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2,286,614,81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2,286,614,81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983,245,6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76,299,616,5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2,602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35,920,497,750원(전년도 이월금 92,871,830,75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3,892,667,023원이고

지출액은 1,220,264,164,99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3,628,502,027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43,628,502,02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556,695,95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1,959,138,6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27,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785,067,447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93,636,730,200원(전년도 이월금 48,685,117,2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892,054,746원이고

지출액은 148,593,806,758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0,298,247,98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0,298,247,98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292,645,59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7,267,232,37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738,370,026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768,217,225,770원(전년도 이월금 50,069,385,7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9,401,771,160원이고

지출액은 1,606,212,702,81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73,189,068,34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73,189,068,34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315,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9,597,369,2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276,699,088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43,272,960,258원(전년도 이월금 271,500,317,258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8,585,305,494원이고

지출액은 1,158,503,882,202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00,081,423,29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00,081,423,29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1,861,205,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32,203,911,987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83,866,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232,439,805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64,844,878,070원(전년도 이월금 73,804,208,0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93,960,301,300원이고

지출액은 672,211,568,046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1,748,733,25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21,748,733,25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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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675,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156,058,144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67,662,12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317,753,902원이고

지출액은 1,058,824,197,780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7,493,556,12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493,556,122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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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3,556,122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9,745,494,040원(전년도 이월금 1,151,491,0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578,843,817원이고

지출액은 24,600,119,885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4,978,723,93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978,723,93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868,366,6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660,175,03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0,182,227원이다.

□ 소방안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88,347,258,656원(전년도 이월금 27,746,458,65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491,953,191원이고

지출액은 772,463,879,665원이며

０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028,073,52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028,073,52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2,154,039,595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1,522,04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2,511,883원이다.

(4)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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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209,127,000 852,774,507,491 739,838,572,497 112,935,934,994 8,209,862,000 104,726,072,99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18,209,127,000 852,774,507,491 739,838,572,497 112,935,934,994 8,209,862,000 104,726,072,994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