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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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대체경비 세입결산서

(단위:원)

예 산 과 목
세입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납액
(D) 미수납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승인액

초과수입
수납액
(E=D-C)

예산현액과
 수입액과의 
증감사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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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서

(단위:원)

과         목
(조직-부문-사업-통계목) 세출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입대체
경비예산
초과지출

비 고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이체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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