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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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 예산현액 25,522,762,986,390원(전년도 이월금 553,497,230,39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86,705,523,825원이고

지출액은 24,175,346,759,42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711,358,764,3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100,000,000,000원 원을 포함)에 대하여

(원금 100,000,000,000원,이자 0원)을 공제한 1,611,358,764,39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9,020,892,3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49,304,272,689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063,690,5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6,969,908,764원이다.

2. 2014년도 일반회계는

０ 예산현액 17,505,538,853,518원(전년도 이월금 162,771,423,518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57,112,472,703원이고

지출액은 16,912,580,407,64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744,532,065,06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100,000,000,000원

(원금 100,000,000,00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644,532,065,06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9,212,245,37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19,863,784,535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579,822,0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876,213,113원이다.



3.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1) 총괄결산상황은

０ 예산현액 8,017,224,132,872원(전년도 이월금 390,725,806,87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229,593,051,122원이고

지출액은 7,262,766,351,78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966,826,699,3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966,826,699,33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9,808,647,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원)

. 사고이월 329,440,488,15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3,868,5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7,093,695,651원이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０ 예산현액 7,198,286,097,872원(전년도 이월금 364,859,521,872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0,162,314,556원이고

지출액은 6,524,321,754,927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75,840,559,62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75,840,559,62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9,808,647,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310,816,763,154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3,868,5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4,731,280,945원이다.

(3)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151,082,025,100원(전년도 이월금 36,462,025,10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2,233,313,070원이고

지출액은 1,055,312,912,35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86,920,400,7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86,920,400,7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52,726,799,67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93,601,050원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07,283,139,814원(전년도 이월금 83,038,939,814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4,971,275,882원이고

지출액은 1,203,499,246,87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11,472,029,00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11,472,029,00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914,586,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44,110,734,056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3,868,5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62,840,420원이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54,261,845,960원(전년도 이월금 5,061,845,96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27,088,823,108원이고

지출액은 86,625,452,8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40,463,370,27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40,463,370,27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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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이월 34,879,661,3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3,708,978원이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326,285,028,640원(전년도 이월금 21,026,379,64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9,133,149,012원이고

지출액은 1,258,571,051,896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00,562,097,11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00,562,097,11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622,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10,995,353,20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944,743,916원이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403,335,150,538원(전년도 이월금 156,431,150,538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2,281,086,019원이고

지출액은 1,224,363,393,789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47,917,692,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47,917,692,2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3,592,061,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95,092,818,208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232,813,022원이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763,384,680,820원(전년도 이월금 62,839,180,82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25,195,415,866원이고

지출액은 642,174,395,005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83,021,020,8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83,021,020,86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680,000,000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0원)

. 사고이월 73,011,396,72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0원)

. 계속비이월 0원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329,624,141원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246,8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252,638,847원이고

지출액은 210,557,275,93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695,362,91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695,362,917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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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362,917원이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826,700,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28,149,141,692원이고



지출액은 826,588,724,770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1,560,416,92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560,416,922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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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0,416,922원이다.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은)

０ 예산현액 19,154,22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57,471,060원이고

지출액은 16,629,301,481원이며

０ 그 차인잔액은 2,228,169,57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2,228,169,579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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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8,169,57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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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938,035,000 829,430,736,566 738,444,596,860 90,986,139,706 18,623,725,000 72,362,414,706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2,069,750,000 2,312,646,483 3,227,550 2,309,418,933 2,309,418,933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16,868,285,000 827,118,090,083 738,441,369,310 88,676,720,773 18,623,725,000 70,052,995,773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