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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제1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9,535,913,165 600,000,000

일 반 회 계 26,893,390,683 500,000,000

특 별 회 계 12,642,522,482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739,733,716 100,000,000

⑴ 수도사업특별회계 814,000,000 50,000,000

⑵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33,716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0,902,788,766

⑶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48,294,759

⑷ 교통사업특별회계 1,391,308,439

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7,302,470

⑹ 주택사업특별회계 2,886,209,433

⑺ 도시개발특별회계 2,162,856,016

⑻ 균형발전특별회계 243,719,152

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58,236

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00,219,287

⑾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68,192

⑿ 소방안전특별회계 871,5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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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⑴ 일반회계 29,500,000천원

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99,800,000천원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8,600,000천원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865,000,000천원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902,400,000천원

⑹ 균형발전특별회계 44,300,000천원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9,397,469천원으로 한다.

⑴ 일반예비비 109,397,469천원

⑵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⑵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⑶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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