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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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출결산 총액은 140,165,960  원

ο 2011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액은 467,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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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465,000,000 465,000,000 467,011,800 467,011,800 467,011,800

200 세외수입 465,000,000 465,000,000 467,011,800 467,011,800 467,011,8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6,300,000 106,300,000 108,472,750 108,472,750 108,472,750

220 임시적세외수입 358,700,000 358,700,000 358,539,050 358,539,050 358,53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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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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465,000,000 465,000,000 467,011,800 467,011,800 467,011,800

200
세외수입 465,000,000 465,000,000 467,011,800 467,011,800 467,011,8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6,300,000 106,300,000 108,472,750 108,472,750 108,472,750

214
사업수입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16
이자수입 6,300,000 6,300,000 8,472,750 8,472,750 8,472,7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300,000 6,300,000 8,472,750 8,472,750 8,472,750

220
임시적세외수입 358,700,000 358,700,000 358,539,050 358,539,050 358,539,050

222
잉여금 355,350,000 355,350,000 355,350,430 355,350,430 355,350,430

222-01
순세계잉여금 355,350,000 355,350,000 355,350,430 355,350,430 355,350,430

228
잡수입 3,350,000 3,350,000 3,188,620 3,188,620 3,188,620

228-09
기타잡수입 3,350,000 3,350,000 3,188,620 3,188,620 3,18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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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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465,000,000 465,000,000 140,165,960 140,165,960 324,834,040

일반공공행정 164,582,000 164,582,000 137,833,160 137,833,160 26,748,84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64,582,000 164,582,000 137,833,160 137,833,160 26,748,84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기타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기타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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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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지역경제과】 (단위:원)

합     계 465,000,000 465,000,000 140,165,960 140,165,960 324,834,040

지역경제과 465,000,000 465,000,000 140,165,960 140,165,960 324,834,04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64,582,000 164,582,000 137,833,160 137,833,160 26,748,840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및 활성화

64,582,000 64,582,000 37,833,160 37,833,160 26,748,840

나르다 브랜드 사업 64,582,000 64,582,000 37,833,160 37,833,160 26,748,840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34,282,000 34,282,000 22,880,260 22,880,260 11,401,740

인건비 13,500,000 13,500,000 11,835,000 11,835,000 1,665,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00,000 13,500,000 11,835,000 11,835,000 1,665,000

일반운영비 13,912,000 13,912,000 8,286,860 8,286,860 5,625,140

201-01
사무관리비

13,312,000 13,312,000 8,039,150 8,039,150 5,272,850

201-02
공공운영비

600,000 600,000 247,710 247,710 352,290

여비 3,000,000 3,000,000 2,758,400 2,758,400 241,600

202-01
국내여비

3,000,000 3,000,000 2,758,400 2,758,400 241,600

일반보상금 3,870,000 3,870,000 3,870,000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870,000 3,870,000 3,870,000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12,300,000 12,300,000 5,899,500 5,899,500 6,400,500

일반운영비 9,300,000 9,300,000 3,263,900 3,263,900 6,0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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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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지역경제과】 (단위:원)

201-01
사무관리비

9,300,000 9,300,000 3,263,900 3,263,900 6,036,100

여비 3,000,000 3,000,000 2,635,600 2,635,600 364,400

202-01
국내여비

3,000,000 3,000,000 2,635,600 2,635,600 364,400

나르다 브랜드 홍보 18,000,000 18,000,000 9,053,400 9,053,400 8,946,600

일반운영비 15,000,000 15,000,000 7,400,000 7,400,000 7,600,000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15,000,000 7,400,000 7,400,000 7,600,000

여비 3,000,000 3,000,000 1,653,400 1,653,400 1,346,600

202-01
국내여비

3,000,000 3,000,000 1,653,400 1,653,400 1,346,600

재무활동(나르다브랜드사업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내부거래지출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
출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기타회계전출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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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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지역경제과】 (단위:원)

801-01
예비비

296,790,000 296,790,000 296,790,000

기타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행정운영경비(지역경제과)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인력운영비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인건비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28,000 3,628,000 2,332,800 2,332,800 1,2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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