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30,604,138,879,842원(전년도 이월금 781,763,091,84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89,978,439,277원이고

지출액은 28,751,388,422,66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838,590,016,61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3,838,590,016,61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29,622,808,884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04,674,695,677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660,162,4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2,632,349,565원이다.

2. 2016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21,299,027,109,182원(전년도 이월금 314,923,023,18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019,246,273,112원이고

지출액은 20,683,816,825,5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335,429,447,61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335,429,447,61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1,020,300,926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85,210,207,561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408,881,9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8,790,057,194원이다.



3.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9,305,111,770,660원(전년도 이월금 466,840,068,6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570,732,166,165원이고

지출액은 8,067,571,597,16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03,160,569,0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03,160,569,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68,602,507,958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319,464,488,11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251,280,5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3,842,292,371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8,495,501,131,660원(전년도 이월금 429,545,429,6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717,448,768,974원이고

지출액은 7,356,065,030,1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61,383,738,80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61,383,738,80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68,602,507,958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91,255,361,11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51,280,5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274,589,175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19,025,884,870원(전년도 이월금 50,926,884,8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5,039,585,758원이고

지출액은 1,134,364,812,2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0,674,773,54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0,674,773,54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6,240,861,3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7,788,198,9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645,713,218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42,322,962,852원(전년도 이월금 114,788,299,85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5,368,615,593원이고

지출액은 1,162,511,821,7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856,793,813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2,856,793,81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896,366,7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1,975,463,9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3,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891,363,063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5,363,422,397원(전년도 이월금 62,484,422,397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786,448,723원이고

지출액은 90,805,598,30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8,980,850,41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8,980,850,41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0,535,152,8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8,149,964,32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295,733,216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12,984,025,960원(전년도 이월금 20,406,588,9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6,339,668,322원이고

지출액은 1,314,277,255,31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32,062,413,00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32,062,413,00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701,472,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4,367,913,7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993,027,236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92,174,874,591원(전년도 이월금 130,966,604,591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4,561,721,814원이고

지출액은 1,097,291,333,3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37,270,388,48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37,270,388,48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4,529,348,928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46,970,968,3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88,212,1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181,859,074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31,675,628,990원(전년도 이월금 49,793,628,9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75,411,767,760원이고

지출액은 722,575,909,9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835,857,8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2,835,857,8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7,214,439,01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6,589,769,0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47,899,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483,750,680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55,129,384,000원(전년도 이월금 179,0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566,141,197원이고

지출액은 181,485,749,6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080,391,547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080,391,54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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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0,391,547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34,190,04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38,692,887,192원이고



지출액은 934,186,211,2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506,675,91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506,675,912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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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6,675,912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0,900,9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12,560,205원이고

지출액은 27,282,652,15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29,908,047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29,908,04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011,491,0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8,417,007원이다.

□ 소방안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21,734,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1,869,372,410원이고

지출액은 691,283,686,18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0,585,686,22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0,585,686,22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344,867,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401,591,65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569,34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7,658,22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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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610,639,000 853,283,397,191 711,506,566,995 141,776,830,196 28,209,127,000 113,567,703,196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316,000,000 744,237,615 3,198,780 741,038,835 741,038,835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09,294,639,000 852,539,159,576 711,503,368,215 141,035,791,361 28,209,127,000 112,826,664,361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