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
20년도 공사비부담금 관리 내역
1. 공사비부담금 개요
1-1. 부과 근거 및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사용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1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2. 회계처리 개요
□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이연수익법 :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한 후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이연수익으로 환입
○ 자산차감법 : 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
2. 2020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2020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부과기준)은 97,687백만원이며, 2020년말 미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 공사는 공사비부담금 사용 확인을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시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액
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의 장부금액 구성내역
3-1. 2020년 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상각 및 손상차손

장부가액*

보조금

공사비부담금 잔액*

토지

1,142,708,395

(283,500)

-

1,142,424,895

113,008,652

건물

762,566,009

(218,904,665)

-

543,661,344

97,458,141

구축물

328,406,784

(151,788,562)

-

176,618,222

29,156,226

5,809,242,344

(2,733,907,600)

(688,519)

3,074,646,225

1,047,477,697

125,422,107

(42,495,928)

(11,939,048)

70,987,131

1,838,492

8,168,345,639

(3,147,380,255)

(12,627,567)

5,008,337,817

1,288,939,208

기계장치
시설이용권
계

* 장부가액은 공사비부담금 차감 전 금액이며, 공사비부담금 잔액은 이연수익법 및 자산차감법의 합산 금액입니다.
2020년 기초 장부가액 기준으로 공사비부담금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7%입니다.
3-2. 2020년 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상각 및 손상차손

장부가액*

보조금

공사비부담금 잔액*

토지

1,142,307,081

(283,500)

-

1,142,023,581

113,008,652

건물

775,869,214

(238,645,530)

-

537,223,684

177,868,457

구축물

326,924,263

(159,700,534)

-

167,223,729

49,296,352

6,064,464,819

(2,895,714,444)

(602,610)

3,168,147,765

974,150,564

125,947,107

(48,281,491)

(11,217,435)

66,448,181

1,141,814

8,435,512,484

(3,342,625,499)

(11,820,045)

5,081,066,940

1,315,465,839

기계장치
시설이용권
계

* 장부가액은 공사비부담금 차감 전 금액이며, 공사비부담금 잔액은 이연수익법 및 자산차감법의 합산 금액입니다.
2020년 기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공사비부담금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9%입니다.

4. 이연수익법으로 처리된 공사비부담금의 2020년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열
냉수
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822,376,560

95,883,178

(30,480,407)

887,779,331

43,741,456

1,803,638

(3,016,337)

42,528,757

866,118,016

97,686,816

(33,496,744)

930,308,088

* 증가내역은 공사비부담금 신규 부과 등으로 인한 증가이며, 감소내역은 공사비부담금 상각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5. 자산차감법으로 처리된 공사비부담금의 2020년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토지

113,008,652

-

-

113,008,652

건물

51,027,218

-

(2,215,250)

48,811,968

구축물

10,493,853

-

(1,369,423)

9,124,430

기계장치

246,452,977

-

(33,382,091)

213,070,886

무형자산

1,838,492

-

(696,678)

1,141,814

422,821,192

-

(37,663,442)

385,157,750

계

* 증가내역은 공사비부담금 신규 부과 등으로 인한 증가이며, 감소내역은 공사비부담금 상각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