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심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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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 2006.
나. 회 부 : 2006.
다. 상 정 : 2006.

9. 4. 부평구청장 제출
9.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9. 18. 제137회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
친 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 세출결산
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
나.주요골자
○ 세입․세출 결산
ꋮ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218,126,052,257원
- 세출결산액 ---------------------------------198,354,193,479원
- 세계잉여금 -------------------------------

1,561,392,028원

ꋮ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 11,335,735,504원
- 세출결산액 --------------------------------- 6,110,847,690원
- 세계잉여금 -------------------------------

4,368,294,414원

○ 기금결산
- 전년도말 현재액 ---------------------------- 13,944,152,171원
- 당해연도 증감차액 --------------------------

△438,908,870원

- 당해연도말 현재액 ------------------------

13,505,243,301원

3.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약간 상회하
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번 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
액보다 2.5% 적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03년도에도 1.4%, 2004년도에도
0.4% 적은 현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바,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자 재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0%인 83억 9천만 원으로서 2004년도
4.5%, 2003년도의 5.5%, 2002년도의 5.6%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세출
예산의 사업경비 산출에 정확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
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현상 등을 볼 때, 예상되어지는 사업비의 집
행잔액을 연말 정리추경에서 미리 삭감함에 따른 결산상 집행잔액 감소현상
으로 볼 수도 있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익년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판단 됨.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나 적은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지방재정 제도 내에서는 적정수준의 잉여금은 익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봄.
○ 결산안 승인을 위한 세출 내역에 대한 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
입의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계획의 수정 여부,
예산의 이용 ․ 전용 ․ 집행잔액, 이월비, 예비비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이며
○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
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을 묻는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서 법률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
의회의 주요기능임

4. 질의답변 : 특이사항 없음

5. 토

론 :

-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함(김유순 의원)

6. 심사결과
- 만장일치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