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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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959,338,975,820원(전년도 이월금 78,109,116,8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4,741,253,714원이고

지출액은 799,356,998,623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5,384,255,09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205,384,255,09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8,678,439,442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75,000,000원)

. 사고이월 12,814,503,318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2,667,910,4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35,420,09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387,981,783원이다.

2. 2016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822,751,670,590원(전년도 이월금 56,015,998,5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66,087,246,501원이고

지출액은 712,328,327,52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3,758,918,97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53,758,918,97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7,070,597,712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75,000,000원)

. 사고이월 9,831,867,658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2,667,910,45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08,152,92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380,390,228원이다.



3.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136,587,305,230원(전년도 이월금 22,093,118,2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654,007,213원이고

지출액은 87,028,671,09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1,625,336,11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51,625,336,11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1,607,841,73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982,635,6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7,267,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07,591,555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6,473,237,000원(전년도 이월금 426,1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51,778,468원이고

지출액은 7,437,304,30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714,474,1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9,714,474,1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34,434,0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8,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267,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04,772,910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91,034원이고

지출액은 10,0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4,291,03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4,291,03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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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91,034원이다.

□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81,25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86,202,531원이고

지출액은 744,115,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2,087,531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2,087,53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8,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87,531원이다.

□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58,365,000원(전년도 이월금 88,8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5,436,916원이고

지출액은 450,672,4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14,764,47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14,764,47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6,434,0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0,0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916,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5,413,606원이다.

□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919,478,000원(전년도 이월금 337,3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69,326,070원이고

지출액은 2,994,138,77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75,187,292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75,187,29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8,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7,187,292원이다.

□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318,09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395,918,094원이고

지출액은 3,210,525,4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85,392,604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5,392,60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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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50,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042,224원이다.

□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737,59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745,234,158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745,234,158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745,234,158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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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5,234,158원이다.

□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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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이다.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148,44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45,369,665원이고



지출액은 27,852,6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217,517,06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217,517,06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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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7,517,065원이다.

(4)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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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14,068,230 121,502,228,745 79,591,366,790 41,910,861,955 21,373,407,650 2,934,635,660 17,602,818,645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32,327,689,710 35,378,202,000 26,164,484,230 9,213,717,770 765,379,360 2,044,524,090 6,403,814,32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56,695,574,880 56,963,912,981 34,740,274,760 22,223,638,221 15,390,268,320 212,210,300 6,621,159,601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31,090,803,640 29,160,113,764 18,686,607,800 10,473,505,964 5,217,759,970 677,901,270 4,577,844,724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