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예산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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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2014 2014 예산예산예산예산((((안안안안) ) ) ) 편성편성편성편성2014 예산(안) 편성

m 2013. 7.12( ) 2014년 산안 편성지침 통보

- 8.12(월) 한 2014년 실‧본부‧국 산안 요구서 제출

m 2013. 8.12(월)∼10. 8(화) 산요구서 심사 기획조정실 조정안 작성

- 10.10(목)∼10.11( ) 실‧본부‧국 의견 조정

m 2013.10.14.(월)∼10.24(목) 2014년 산안 조정회의 실시

- 10.14(월)∼10.15(화) 행정1‧2부시장 산안 조정회의

- 10.23(수)∼10.24(목) 민간 문가 참여 시장 주재 산안 보고회

m 2013.10.20.(일)∼11. 1( ) 2014년 산안 시장 보고

- 10. 7(월) 2014년 산안 편성방향 보고

- 10.20(일), 10.30(수) 1차 간 보고, 2차 간보고

- 11. 1( ) 2014년 산안 최종 보고

m 2013.11. 6(수) 2014년 산안 시의회 제출

- 11. 4(월) 주민참여 산 원회 설명회

- 11. 5(화)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 11. 5(화) 시의회 결 설명회

- 11. 6(수) 산안 제출 기자 설명회



2014 알기 쉬운 울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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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2014 2014 예산예산예산예산((((안안안안) ) ) ) 시의회 시의회 시의회 시의회 심의심의심의심의2014 예산(안) 시의회 심의

m 2013. 11. 6. 2014 산(안) 시의회 제출

m 2013. 11.11. 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m 2013. 11.29 ~ 12. 5. 상임 원회 비 심사

m 2013. 12. 6 ~ 12. 10. 산결산특별 원회 심사

m 2013. 12. 20. 산안 의결

―――――――•••••••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예산안 심의 결과

(단  : 백만원)

구구구구 분분분분구 분 제출 산안제출 산안제출 산안제출 산안제출 산안 의결 산의결 산의결 산의결 산의결 산 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 %%%%%

계 21,285,300 21,257,300 △28,000 △0.1

2010 일반회계 15,450,000 15,422,000 △28,000 △0.2

특별회계 5,835,300 5,835,300 - -

계 20,610,700 20,585,000 △25,700 △0.1

2011 일반회계 14,460,000 14,455,000 △5,000 △0.0

특별회계 6,150,700 6,130,000 △20,700 △0.3

계 21,797,300 21,782,900 △14,400 △0.1

2012 일반회계 15,205,000 15,201,700 △3,300 △0.0

특별회계 6,592,300 6,581,200 △11,100 △0.2

계 23,549,000 23,506,900 △42,100 △0.2

2013 일반회계 15,630,600 15,611,600 △19,000 △0.1

특별회계 7,918,400 7,895,300 △23,100 △0.3

계 24,504,170 24,413,332 △90,838 △0.4%

2014 일반회계 16,918,800 16,926,900 8,100 0.0%

특별회계 7,585,370 7,486,432 △98,93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