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０ 예산현액 717,083,534,710원(전년도 이월금 52,492,091,71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23,863,601,620원이고

지출액은 571,188,266,6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2,675,334,9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52,675,334,9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0,044,436,5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0,029,017,9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307,029,000원)

. 계속비이월 8,830,616,7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19,159,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52,103,820원이다.

2. 2013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638,604,678,540원(전년도 이월금 44,690,792,5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42,258,591,600원이고

지출액은 510,272,643,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1,985,948,6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1,985,948,6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6,626,456,58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9,395,022,6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307,029,00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65,250,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99,219,1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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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78,478,856,170원(전년도 이월금 7,801,299,1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05,010,020원이고

지출액은 60,915,623,6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689,386,3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20,689,386,3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417,98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633,995,3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830,616,7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3,909,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52,884,650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48,107,102,170원(전년도 이월금 6,953,180,1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7,849,598,290원이고

지출액은 34,555,353,48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294,244,8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294,244,8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4,09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613,425,3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830,616,7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3,909,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2,202,100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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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7,613,186,170원(전년도 이월금 5,127,574,1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37,237,040원이고

지출액은 26,470,786,6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566,450,4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566,450,4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5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8,830,616,73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5,652,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0,181,060원이다.

□ 하수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129,117,000원(전년도 이월금 1,788,70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418,436,840원이고

지출액은 2,849,543,7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68,893,1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68,893,1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613,425,3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5,467,820원이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7,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65,510원이고

지출액은 37,00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5,5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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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5,5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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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10원이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269,87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6,600,210원이고

지출액은 2,009,848,9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66,751,2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66,751,2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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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751,25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95,59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428,180원이고

지출액은 1,070,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20,358,1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20,358,18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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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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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358,180원이다.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443,08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75,099,100원이고

지출액은 333,129,9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41,969,1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41,969,17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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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57,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12,100원이다.

□ 공원묘지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038,90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0,097,820원이고

지출액은 873,798,2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76,299,5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76,299,59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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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99,590원이다.

□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5,17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179,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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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은 155,179,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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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25,163,000원(전년도 이월금 36,906,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8,354,590원이고

지출액은 1,824,997,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53,357,5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53,357,5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4,09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266,590원이다.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이 월 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30,371,754,000 33,755,411,730 26,360,270,180 7,395,141,550 3,253,889,000 20,570,000 4,120,682,550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0,371,754,000 33,755,411,730 26,360,270,180 7,395,141,550 3,253,889,000 20,570,000 4,120,682,550

- 6 -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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