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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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542,927,200,864원(전년도 이월금 79,018,911,86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944,568,458원이고

지출액은 421,246,921,20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8,697,647,2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28,697,647,2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377,967,96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7,874,287,33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4,109,444,3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619,730,7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716,216,901원이다.

2. 2014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513,913,349,034원(전년도 이월금 77,152,190,03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21,096,927,132원이고

지출액은 405,909,114,26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5,187,812,87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15,187,812,87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377,967,96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7,575,569,902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34,109,444,31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27,133,07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97,697,6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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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29,013,851,830원(전년도 이월금 1,866,721,8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847,641,326원이고

지출액은 15,337,806,94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509,834,38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509,834,38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298,717,4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2,597,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18,519,274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24,119,712,830원(전년도 이월금 1,866,721,83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86,036,806원이고

지출액은 11,713,065,972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2,172,970,83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2,172,970,83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98,717,4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2,597,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81,655,724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2 -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562,149,960원(전년도 이월금 562,149,9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30,882원이고

지출액은 37,030,882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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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49,22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61,912,065원이고

지출액은 729,886,2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2,025,8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2,025,85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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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89,855원이다.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831,96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141,658,010원이고

지출액은 938,799,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6,202,859,0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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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6,202,859,0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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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859,010원이다.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09,09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1,208,194원이고

지출액은 33,248,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077,960,19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077,960,19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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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960,194원이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653,59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76,162,915원이고

지출액은 313,407,62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362,755,2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362,755,295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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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755,295원이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9,110,83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1,387,110원이고

지출액은 8,532,280,5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69,106,5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69,106,5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298,717,43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3,261,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127,460원이다.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3,538,700,870원(전년도 이월금 992,021,87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165,210,270원이고

지출액은 985,539,9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179,670,3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179,670,36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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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9,670,360원이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16,91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036,41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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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은 103,765,81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4,270,6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4,270,6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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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70,600원이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47,242,000원(전년도 이월금 312,550,0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3,430,950원이고

지출액은 39,108,00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334,322,9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334,322,9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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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322,950원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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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단위:원)

계 4,894,139,000 4,961,604,520 3,624,740,970 1,336,863,550 1,336,863,55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4,894,139,000 4,961,604,520 3,624,740,970 1,336,863,550 1,336,8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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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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