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2,689,514,966,714원(전년도 이월금 413,887,713,71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24,620,367,187원이고

지출액은 21,368,504,051,89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56,116,315,2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056,116,315,2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05,162,22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61,628,225,633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795,031,03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530,832,619원이다.

2. 2012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5,529,457,801,885원(전년도 이월금 74,803,565,885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23,374,882,298원이고

지출액은 15,027,254,697,464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96,120,184,83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96,120,184,83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475,24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81,410,810,84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708,429,18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525,704,804원이다.



3.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7,160,057,164,829원(전년도 이월금 339,084,147,829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01,245,484,889원이고

지출액은 6,341,249,354,433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59,996,130,4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859,996,130,4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9,686,98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80,217,414,79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86,601,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005,127,815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6,295,704,616,829원(전년도 이월금 292,156,599,829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322,910,839,394원이고

지출액은 5,572,767,563,163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50,143,276,23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50,143,276,23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9,686,98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51,925,932,79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86,601,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443,755,590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11,982,430,810원(전년도 이월금 32,804,277,8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44,826,028,398원이고

지출액은 718,419,989,70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6,406,038,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6,406,038,6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20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3,196,068,9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86,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23,369,710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65,074,581,389원(전년도 이월금 25,320,670,389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3,386,532,745원이고

지출액은 1,046,229,108,0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7,157,424,67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07,157,424,67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1,107,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6,376,440,965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673,983,710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80,010,321,940원(전년도 이월금 34,958,321,9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605,031,578원이고

지출액은 163,024,834,9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580,196,6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580,196,6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645,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731,076,9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119,698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43,589,635,970원(전년도 이월금 38,654,207,9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5,036,735,028원이고

지출액은 1,165,021,312,2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0,015,422,7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0,015,422,76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8,329,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7,885,827,2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800,593,638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24,493,721,280원(전년도 이월금 114,499,086,28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8,155,851,146원이고

지출액은 1,030,483,295,53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47,672,555,60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7,672,555,60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2,312,813,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12,219,892,40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9,850,201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03,666,368,440원(전년도 이월금 23,966,368,4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12,017,071,380원이고

지출액은 526,516,947,37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5,500,124,00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5,500,124,00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036,173,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7,516,626,25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47,324,754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63,545,447,000원(전년도 이월금 21,645,447,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720,064,177원이고

지출액은 221,459,811,9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60,252,1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60,252,19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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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252,197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90,6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99,072,919,857원이고



지출액은 690,308,752,8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764,167,0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764,167,05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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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4,167,057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2,742,110,000원(전년도 이월금 308,22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90,605,085원이고

지출액은 11,303,510,4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87,094,62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787,094,62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7,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0,094,62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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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352,548,000 878,334,645,495 768,481,791,270 109,852,854,225 28,291,482,000 81,561,372,225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1,100,000,000 1,037,423,752 2,387,020 1,035,036,732 1,035,036,732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3,252,548,000 877,297,221,743 768,479,404,250 108,817,817,493 28,291,482,000 80,526,335,493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