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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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출결산 총액은 0  원

ο 2011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 세입결산 총액은 37,1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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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38,798,000 38,798,000 45,559,970 37,167,530 37,167,530 8,392,440 8,392,440

200 세외수입 38,798,000 38,798,000 45,559,970 37,167,530 37,167,530 8,392,440 8,392,440

210 경상적세외수입 368,900 368,900 368,9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8,798,000 38,798,000 45,191,070 36,798,630 36,798,630 8,392,440 8,3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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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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특별회계 (단위:원)

합  계 38,798,000 38,798,000 45,559,970 37,167,530 37,167,530 8,392,440 8,392,440

200
세외수입 38,798,000 38,798,000 45,559,970 37,167,530 37,167,530 8,392,440 8,392,440

210
경상적세외수입 368,900 368,900 368,900

216
이자수입 368,900 368,900 368,9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68,900 368,900 368,9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8,798,000 38,798,000 45,191,070 36,798,630 36,798,630 8,392,440 8,392,440

222
잉여금 36,798,000 36,798,000 36,798,630 36,798,630 36,798,630

222-01
순세계잉여금 36,798,000 36,798,000 36,798,630 36,798,630 36,798,630

227
부담금 2,000,000 2,000,000

227-02
일반부담금 2,000,000 2,000,000

229
지난년도수입 8,392,440 8,392,440 8,392,440

229-01
지난년도수입 8,392,440 8,392,440 8,3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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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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 250,508,170,000
28,904,992,500

279,413,162,500 245,650,090,022 222,949,636,130 45,330,189,570 29,021,152,410 16,309,037,160 11,133,336,800

일반공공행정 11,263,781,000
748,464,000

12,017,672,000 10,356,918,820 10,350,250,930 1,216,676,000 1,216,676,000 450,745,070
5,427,000

입법및선거관리 427,361,000 427,361,000 410,006,450 410,006,450 17,354,55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529,770,000
719,464,000

2,254,661,000 2,109,033,660 2,105,474,660 149,186,340
5,427,000

재정ㆍ금융 194,000,000 194,000,000 193,999,990 193,999,990 10

일반행정 9,112,650,000
29,000,000

9,141,650,000 7,643,878,720 7,640,769,830 1,216,676,000 1,216,676,000 284,204,170

공공질서및안전 10,924,325,000
2,932,588,280

14,510,089,280 13,844,463,370 8,264,149,920 5,856,761,290 287,483,690 5,569,277,600 389,178,070
653,176,000

재난방재ㆍ민방위 10,924,325,000
2,932,588,280

14,510,089,280 13,844,463,370 8,264,149,920 5,856,761,290 287,483,690 5,569,277,600 389,178,070
653,176,000

교육 1,829,958,000 1,829,958,000 1,814,483,370 1,786,855,670 43,102,330

유아및초중등교육 1,813,750,000 1,813,750,000 1,800,717,320 1,773,089,620 40,660,380

평생ㆍ직업교육 16,208,000 16,208,000 13,766,050 13,766,050 2,441,950

문화및관광 18,340,767,000
5,116,222,390

23,456,989,390 18,455,831,070 14,247,749,130 7,536,995,650 6,273,691,260 1,263,304,390 1,672,244,610

문화예술 1,466,861,000 1,466,861,000 1,143,662,610 1,122,753,450 20,902,000 20,902,000 323,205,550

관광 6,686,156,000 6,686,156,000 6,395,647,110 6,393,719,710 80,000,000 80,000,000 212,436,290

체육 3,136,774,000
1,792,732,740

4,929,506,740 4,134,771,810 3,119,780,380 1,796,845,960 1,090,745,740 706,100,220 12,880,400

문화재 766,870,000
110,700,000

877,570,000 829,577,360 491,722,060 356,445,200 356,445,200 29,4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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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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단위:원)

문화및관광일반 6,284,106,000
3,212,789,650

9,496,895,650 5,952,172,180 3,119,773,530 5,282,802,490 5,102,945,520 179,856,970 1,094,319,630

환경보호 29,688,416,000
5,163,238,100

34,851,654,100 33,322,388,150 29,204,956,590 4,803,673,970 1,412,937,130 3,390,736,840 843,023,540

상하수도ㆍ수질 27,429,081,000
4,703,131,450

32,132,212,450 30,821,394,540 26,788,234,860 4,783,673,970 1,392,937,130 3,390,736,840 560,303,620

폐기물 1,611,953,000
460,106,650

2,072,059,650 1,929,202,670 1,844,930,790 20,000,000 20,000,000 207,128,860

자연 221,219,000 221,219,000 166,681,170 166,681,170 54,537,830

환경보호일반 426,163,000 426,163,000 405,109,770 405,109,770 21,053,230

사회복지 38,722,391,000
885,254,840

39,607,645,840 37,158,734,620 37,011,268,500 1,721,859,000 1,590,372,960 131,486,040 874,518,340

기초생활보장 9,949,272,000 9,949,272,000 9,877,476,770 9,877,406,770 71,865,230

취약계층지원 6,825,629,000
700,459,110

7,526,088,110 6,401,362,610 6,324,852,320 999,859,000 928,170,960 71,688,040 201,376,790

보육ㆍ가족및여성 5,497,579,000 5,497,579,000 4,975,610,230 4,975,610,230 521,968,770

노인ㆍ청소년 15,314,355,000 15,314,355,000 14,633,644,240 14,573,846,240 700,000,000 640,202,000 59,798,000 40,508,760

노동 512,774,000 512,774,000 479,401,020 479,401,020 22,000,000 22,000,000 11,372,980

보훈 250,866,000
184,795,730

435,661,730 419,323,750 408,235,920 27,425,810

사회복지일반 371,916,000 371,916,000 371,916,000 371,916,000

보건 5,377,829,000
139,500,000

5,517,329,000 5,436,593,930 5,436,579,730 80,749,270

보건의료 5,268,256,000
139,500,000

5,407,756,000 5,329,518,920 5,329,504,720 78,251,280

식품의약안전 109,573,000 109,573,000 107,075,010 107,075,010 2,497,990

농림해양수산 75,329,061,000
11,214,089,370

86,938,196,370 72,047,386,942 66,468,916,920 16,125,581,790 11,109,950,430 5,015,631,360 4,343,697,660
395,0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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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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단위:원)

농업ㆍ농촌 66,499,711,000
8,638,638,370

75,533,395,370 62,582,564,002 57,870,418,710 13,580,924,790 9,369,984,430 4,210,940,360 4,082,051,870
395,046,000

임업ㆍ산촌 7,258,322,000
175,709,000

7,434,031,000 6,249,621,450 6,247,827,720 1,154,883,000 1,154,883,000 31,320,280

해양수산ㆍ어촌 1,571,028,000
2,399,742,000

3,970,770,000 3,215,201,490 2,350,670,490 1,389,774,000 585,083,000 804,691,000 230,325,510

산업ㆍ중소기업 3,127,603,000 3,127,603,000 3,057,568,880 3,057,568,880 70,034,120

산업진흥ㆍ고도화 3,125,503,000 3,125,503,000 3,055,468,880 3,055,468,880 70,034,120

산업ㆍ중소기업일반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수송및교통 6,546,325,000
1,578,175,490

8,309,276,490 7,392,471,300 6,422,942,830 987,207,780 662,407,000 324,800,780 899,125,880
184,776,000

도로 3,130,878,000
1,578,175,490

4,893,829,490 4,213,065,180 3,243,536,710 787,207,780 462,407,000 324,800,780 863,085,000
184,776,00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3,415,447,000 3,415,447,000 3,179,406,120 3,179,406,120 200,000,000 200,000,000 36,040,880

국토및지역개발 13,130,434,000
1,127,460,030

14,372,394,030 9,234,253,150 7,169,979,170 7,081,434,090 6,467,633,940 613,800,150 120,980,770
114,500,000

지역및도시 13,130,434,000
1,127,460,030

14,372,394,030 9,234,253,150 7,169,979,170 7,081,434,090 6,467,633,940 613,800,150 120,980,770
114,500,000

예비비 2,222,590,000 858,465,000 858,465,000
△1,364,125,000

예비비 2,222,590,000 858,465,000 858,465,000
△1,364,125,000

기타 34,004,690,000 34,015,890,000 33,528,996,420 33,528,417,860 487,472,140
11,200,000

기타 34,004,690,000 34,015,890,000 33,528,996,420 33,528,417,860 487,472,140
1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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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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특별회계】【전략경영과】 (단위:원)

합     계 38,798,000 38,798,000 38,798,000

전략경영과 38,798,000 38,798,000 38,798,000

지역및도시 38,798,000 38,798,000 38,798,000

도시개발 38,798,000 38,798,000 38,798,000

기반시설 관리 38,798,000 38,798,000 38,798,00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
비

38,798,000 38,798,000 38,798,000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 2,000,000 2,000,000

401-01
시설비

2,000,000 2,000,000 2,000,000

예비비 36,798,000 36,798,000 36,798,000

801-01
예비비

36,798,000 36,798,000 36,798,000

- 515 -


	0.2011년 결산(표지)
	0-1.2011년 결산(목차)
	0-2세입세출결산보고서(간지)
	0-3.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간지)
	1.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1-1.세입결산총괄
	1-2세출결산총괄
	1-3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1-4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세입세출결산(간지)
	2-1.일반회계(간지)
	2-2.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3.일반회계 세입결산(간지)
	2-4.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2-5.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2-6. 일반회계 세출결산(간지)
	2-7.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2-8. 일반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3.특별회계(간지)
	3-1.상수도특별회계(간지)
	3-2.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3-3.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3-4.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3-5.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3-6.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4-1.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간지)
	4-2.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4-3.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4-4.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4-5.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4-6.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5-1.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간지)
	5-2.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5-3.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5-4.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5-5.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5-6.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6-1.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간지)
	6-2.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6-3.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6-4.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6-5.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6-6.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7-1.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간지)
	7-2.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7-3.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7-4.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7-5.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7-6.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8-1.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간지)
	8-2.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8-3.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8-4.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8-5.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8-6.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9-1.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간지)
	9-2.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9-3.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9-4.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9-5.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9-6.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10-1.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간지)
	10-2.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10-3.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10-4.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10-5.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10-6.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11-1.기반시설특별회계(간지)
	11-2.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11-3.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11-4.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11-5.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11-6.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12-1.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간지)
	12-2.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12-3.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12-4.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12-5.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12-6.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13-1.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간지)
	13-2.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13-3.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관별)
	13-4.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목별조서
	13-5.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분야별)
	13-6.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사업별조서)
	14.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간지)
	14-1.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총괄
	14-2.예산이용
	14-3.예산전용
	14-4.예산이체
	15.계속비집행(간지)
	15-1.계속비집행 총괄
	15-2.계속비집행 총괄및내역
	16.예비비지출(간지)
	16-1.예비비지출 총괄
	16-2.예비비지출 내역
	17.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간지)
	18.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총괄
	18-1.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19.채무부담행위(간지)
	19-1.채무부담행위
	20.수입대체경비(간지)
	20-1.수입대체경비 세입결산서
	20-2.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서
	21.기금결산보고서(간지)
	21-1.기금결산보고서
	21-2.기금결산 조성총괄
	21-3.기금결산 조성세부명세서
	21-4.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21-5.기금별 수입결산
	21-6.기금별 지출결산
	21-7.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2.채권현재액보고서(간지)
	23.채권현재액보고서 총괄
	23-2.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총괄
	23-3.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총괄_일반회계
	23-4.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총괄_특별회계
	23-5.채권현재액보고서 채권종류별사업별현황
	24.채무결산보고서(간지)
	24-1.채무결산보고서 총괄
	24-2.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현황
	24-3.채무결산보고서 종류별현황
	24-4.채무결산보고서 상환재원별현황
	24-5.채무결산보고서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
	25.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간지)
	25-1.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_용도별 현황
	25-2.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_종류별 현황
	26.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간지)
	26-1.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6-2.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_증감사유별 내역
	27.부속서류표지(간지)
	28-1.부속서류(목차)
	29.부속서류_결산수지상황 총괄(간지)
	29-1.부속서류_결산수지상황 총괄
	30.부속서류_총수입및지출액증명(간지)
	30-1.부속서류_총수입및지출액증명
	31.부속서류_세입세출결산 총규모(간지)
	31-1.부속서류_세입세출결산 총규모
	32.부속서류_전년도 결산대비(간지)
	32-1.부속서류_전년도 결산대비
	33.부속서류_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간지)
	33-1.부속서류_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34.부속서류_세입세출결산 회계별규모(간지)
	34-1.부속서류_세입세출결산 회계별규모세입
	34-2.부속서류_세입세출결산 회계별규모세출
	35.부속서류_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간지)
	35-1.부속서류_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결손처분액총괄)
	35-2.부속서류_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회계별 결손처분액)
	36.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간지)
	36-1.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총괄)
	36-2.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회계별 현황(일반회계)
	36-3.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회계별 현황(상수도특별회계)
	36-4.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회계별 현황(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6-5.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회계별 현황(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6-6.부속서류_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회계별 현황(기반시설특별회계)
	37.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간지)
	37-1.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총괄)
	37-2.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일반회계)
	37-3.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상수도특별회계)
	37-4.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5.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7-6.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7-7.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7-8.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7-9.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7-10.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37-11.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37-12.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기능별성질별 결산액_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37-13.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총괄)
	37-14.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일반회계)
	37-15.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상수도특별회계)
	37-16.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17.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7-18.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7-19.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7-20.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7-21.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7-22.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농어촌기반조성특별회계)
	37-23.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기반시설특별회계)
	37-24.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담수어양식특별회계)
	37-25.부속서류_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사업구분별_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38.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간지)
	38-1.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일반회계)
	38-2.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상수도특별회계)
	38-3.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8-4.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8-5.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8-6.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8-7.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8-8.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8-9.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38-10.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기반시설특별회계)
	38-11.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38-12.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39.보조금 집행현황(간지)
	39-1.보조금 집행현황(당해_일반회계)
	39-2.보조금 집행현황(이월전체_일반회계)
	39-3.보조금 집행현황(당해_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4.보조금 집행현황(당해_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9-5.보조금 집행현황(이월전체_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0.주요사업추진현황(간지)
	40-1.주요사업추진현황_일반회계
	40-2.주요사업추진현황_상수도특별회계
	40-3.주요사업추진현황_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1.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간지)
	41-1.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총괄)
	41-2.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종류별)
	42.보증채무현재액(간지)
	42-1.보증채무현재액(총괄)
	42-2.보증채무현재액(세부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