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5,634,490,601,030원(전년도 이월금 301,248,361,03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716,823,668,971원이고,
지출액은 5,290,870,445,479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425,953,223,49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116,702,973,320원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9,441,000,000원)
40,344,117,070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370,000,000원)

107,115,622,931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052,333,9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738,176,205원이다.
※ 2017년도에 교부된 국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2. 2017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5,201,335,847,840원(전년도 이월금 281,790,107,84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281,262,565,418원이고,
지출액은 4,918,445,069,859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362,817,495,55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2,771,746,31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9,441,000,000원)

- 사고이월

39,821,541,1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 계속비이월

97,893,349,421원

370,000,00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876,024,6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454,834,082원이다.

3. 2017년도 4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은
○ 예산현액 433,154,753,190원(전년도 이월금 19,458,253,19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561,103,553원이고,
지출액은 372,425,375,620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63,135,727,93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3,931,227,010원

- 사고이월

522,575,930원

- 계속비이월

9,222,273,51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76,30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283,342,123원이다.

(2) 특별회계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44,652,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887,664,428원이고,
지출액은 12,954,300,700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33,933,363,72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8,961,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61,991,900원이고,
지출액은 5,361,729,100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3,600,262,8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23,179,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083,400원이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253,229,5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399,183,862원이고,
지출액은 250,631,328,180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2,767,855,68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126,312,253,190원(전년도 이월금 19,458,253,19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312,263,363원이고,
지출액은 103,478,017,640원이며,
○ 그 결산상 잉여금 22,834,245,72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508,047,610원

- 사고이월

522,575,930원

- 계속비이월

9,222,273,51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76,30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5,039,313원이다.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