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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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출결산 총액은 20,473,400  원

ο 2011년도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액은 86,401,8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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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입결산

○ 총괄(관별)

과목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장 - 관 수납총액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81,916,000 81,916,000 86,401,830 86,401,830 86,401,830

200 세외수입 81,916,000 81,916,000 86,401,830 86,401,830 86,401,83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747,000 27,747,000 32,232,570 32,232,570 32,232,570

220 임시적세외수입 54,169,000 54,169,000 54,169,260 54,169,260 54,16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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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조서

과목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장-관-항-목
수납총액

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81,916,000 81,916,000 86,401,830 86,401,830 86,401,830

200
세외수입 81,916,000 81,916,000 86,401,830 86,401,830 86,401,83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747,000 27,747,000 32,232,570 32,232,570 32,232,570

211
재산임대수입 27,747,000 27,747,000 31,506,820 31,506,820 31,506,82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7,747,000 27,747,000 31,506,820 31,506,820 31,506,820

216
이자수입 725,750 725,750 725,7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25,750 725,750 725,750

220
임시적세외수입 54,169,000 54,169,000 54,169,260 54,169,260 54,169,260

222
잉여금 54,169,000 54,169,000 54,169,260 54,169,260 54,169,260

222-01
순세계잉여금 54,169,000 54,169,000 54,169,260 54,169,260 54,16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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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결산
○ 총  괄(부문별)

과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분 야 - 부 문 )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81,916,000 81,916,000 20,473,400 20,473,400 61,442,600

수송및교통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도로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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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조서

과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조직-부문-사업-통계목)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지역경제과】 (단위:원)

합     계 81,916,000 81,916,000 20,473,400 20,473,400 61,442,600

지역경제과 81,916,000 81,916,000 20,473,400 20,473,400 61,442,600

도로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터미널시설물 관리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터미널 시설물 유지및 확
충

25,800,000 25,800,000 20,473,400 20,473,400 5,326,600

일반운영비 800,000 800,000 638,400 638,400 161,600

201-01
사무관리비

800,000 800,000 638,400 638,400 161,600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0 25,000,000 19,835,000 19,835,000 5,165,000

401-01
시설비

25,000,000 25,000,000 19,835,000 19,835,000 5,165,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801-01
예비비

56,116,000 56,116,000 56,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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