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2,262,455,331,066원(전년도 이월금 255,808,034,06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1,789,832,253원이고

지출액은 1,827,941,635,26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533,848,196,98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533,848,196,98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2,334,663,59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4,008,950,54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10,556,597,456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2,430,3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225,989,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721,996,342원이다.

2. 2014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883,274,521,520원(전년도 이월금 202,626,468,5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6,809,303,261원이고

지출액은 1,591,969,561,508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84,839,741,75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384,839,741,75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1,086,012,59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2,882,449,26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113,993,461,6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2,299,4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601,683,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276,134,983원이다.



3.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379,180,809,546원(전년도 이월금 53,181,565,546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980,528,992원이고

지출액은 235,972,073,761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49,008,455,23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49,008,455,23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48,65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1,126,501,2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96,563,135,826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30,900,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624,305,7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445,861,359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105,258,185,930원(전년도 이월금 10,499,807,9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224,811,540원이고

지출액은 63,642,166,3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7,582,645,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7,582,645,2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88,65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2,700,1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6,305,284,4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30,900,00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0,555,7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65,453,88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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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00,074,300원(전년도 이월금 613,425,3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2,777,290원이고

지출액은 799,038,3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53,738,9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53,738,99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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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3,738,990원이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6,366,246,900원(전년도 이월금 1,005,765,9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37,840,657원이고

지출액은 18,013,641,5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124,199,14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124,199,14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59,145,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3,900,0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091,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00,062,917원이다.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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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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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66,38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234,710원이고

지출액은 224,109,0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125,6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2,125,6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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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25,640원이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783,04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5,825,345원이고

지출액은 1,354,211,59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41,613,7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41,613,75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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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327,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286,345원이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034,91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2,092,258원이고



지출액은 19,174,9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952,917,31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952,917,318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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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2,917,318원이다.

□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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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5,968,6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277,535,700원이고

지출액은 5,108,811,4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68,724,2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68,724,2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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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724,28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54,48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15,100,940원이고

지출액은 6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14,500,9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14,500,94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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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500,940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6,284,439,730원(전년도 이월금 8,880,616,7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97,404,640원이고

지출액은 38,122,579,4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7,774,825,1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7,774,825,1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9,50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8,800,11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26,305,284,47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30,900,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137,12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7,097,45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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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22,623,616 273,755,717,452 172,329,907,451 101,425,810,001 660,000,000 1,033,801,170 70,257,851,356 1,193,750,000 28,280,407,4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 144,333,320,810 145,347,997,621 95,782,258,307 49,565,739,314 660,000,000 1,033,801,170 37,746,180,330 1,193,750,000 8,932,007,814

하 수 도 사 업 129,589,302,806 128,407,719,831 76,547,649,144 51,860,070,687 32,511,671,026 19,348,399,661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