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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233,000,000 △320,554,9221,553,554,922

200 세외수입 311,731,559 △22,488,681334,220,24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7,960,476 △8,398,604286,359,080

211 재산임대수입 211,998,853 △6,675,898218,674,751

02 공유재산임대료 211,998,853 △6,675,898218,674,751

211,628,668<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211,628,668ㅇ 공유재산임대료(도정계정) 211,628,668,000원

370,185<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370,185ㅇ 은평자립형사립고 임대료수입(재촉계정) 370,185,000원

214 사업수입 60,579,923 △1,315,54361,895,466

04 청산금수입 896,923 578,457318,466

896,923<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896,923ㅇ 청산금수입(도정계정) 896,923,000원

06 매각사업수입 59,683,000 △1,894,00061,577,000

59,683,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59,683,000ㅇ 매각사업수입(도정계정) 59,683,000,000원

216 이자수입 5,381,700 △407,1635,788,863

01 공공예금이자수입 3,670,500 1,398,1172,272,383

3,083,22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3,083,220ㅇ 공공예금이자수입(도정계정) 3,083,220,000원

587,28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587,280ㅇ 공공예금 이자수입(재촉계정) 587,280,000원

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11,200 △1,805,2803,516,480

1,667,5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667,500ㅇ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도정계정) 1,66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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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43,700ㅇ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금지원액 이자 (재촉계정) 43,7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33,771,083 △14,090,07747,861,160

221 재산매각수입 3,068,496 3,068,4960

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68,496 3,068,4960

3,068,496<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3,068,496ㅇ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용지매각수입 3,068,496,000원

222 부담금 24,178,449 △15,065,24039,243,689

02 일반부담금 24,178,449 △15,065,24039,243,689

24,178,449<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24,178,449ㅇ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재촉계정) 24,178,449,000원

223 기타수입 3,023,808 △955,8633,979,671

07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58,808 △393,863652,671

258,808<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258,808ㅇ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재촉계정) 258,808,000원

09 그외수입 2,765,000 △562,0003,327,000

2,765,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2,765,000ㅇ 기타잡수입(도정계정) 2,765,000,000원

224 지난연도수입 3,500,330 △1,137,4704,637,800

01 지난연도수입 3,500,330 △1,137,4704,637,800

3,500,33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3,500,330ㅇ 지난년도수입(도정계정) 3,500,330,000원

500 보조금 125,008,090 △51,700,952176,709,042

510 국고보조금등 125,008,090 △51,700,952176,7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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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125,008,090 △51,700,952176,709,042

03 기금 125,008,090 △29,457,952154,466,042

112,415,38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621,000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국민계정) 621,000,000원

63,450,000ㅇ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국민계정) 63,450,000,000원

28,715,386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추가2만호 국고지원(국민계정) 28,715,386,000원

19,629,000ㅇ 공공원룸텔 매입공급 국고지원(국민계정) 19,629,000,000원

12,592,704<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2,592,704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국고보조(도정계정) 12,592,704,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6,260,351 △246,365,2891,042,625,640

710 보전수입등 147,459,391 19,945,391127,514,000

711 잉여금 118,709,391 33,695,39185,014,000

01 순세계잉여금 118,709,391 33,695,39185,014,000

2,512,13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2,512,132ㅇ 순세계 잉여금(국민계정) 2,512,132,000원

17,897,1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7,897,100ㅇ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17,897,100,000원

98,300,159<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98,300,159ㅇ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순세계잉여금 98,300,159,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28,750,000 △13,750,00042,500,0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8,750,000 △13,750,00042,500,000

23,75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23,750,000ㅇ 민간융자금회수수입(도정계정) 23,750,000,000원

5,000,0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5,000,000ㅇ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융자금 회수수입 5,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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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내부거래 648,800,960 △266,310,680915,111,640

721 전입금 521,352,000 △147,165,235668,517,235

03 기타회계전입금 521,352,000 △147,165,235668,517,235

325,610,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76,878,000ㅇ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계정) 76,878,000,000원

248,732,000ㅇ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계정) 248,732,000,000원

97,871,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97,871,000ㅇ 일반회계전입금(도정계정)

97,871,000  · 재산세(도시지역분 10%) 97,871,000,000원

97,871,0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97,871,0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재촉계정) 97,871,0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127,448,960 △119,145,445246,594,405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6,339,600 △117,114,037233,453,637

74,392,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74,392,000ㅇ 재정투융자예탁금회수수입(도정계정) 74,392,000,000원

41,947,6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41,947,600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상환수입(재촉계정) 41,947,600,0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11,109,360 △2,031,40813,140,768

6,767,838<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6,767,838ㅇ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도정계정) 6,767,838,000원

4,341,522<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4,341,522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재촉계정) 4,341,5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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