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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소방안전특별회계 715,714,000 715,714,0000

200 세외수입 1,631,884 1,631,8840

210 경상적세외수입 460,397 460,3970

211 재산임대수입 36,206 36,2060

02 공유재산임대료 36,206 36,2060

36,206<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3,336ㅇ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 임대료 13,336,000원

22,870ㅇ 녹번119안전센터 청사임대료 22,870,000원

212 사용료수입 2,420 2,4200

08 기타사용료 2,420 2,4200

2,42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420ㅇ 소방청사 유휴공간 사용료 2,420,000원

213 수수료수입 156,633 156,6330

01 증지수입 156,633 156,6330

156,63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56,633ㅇ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인허가 등 수수료 156,633,000원

214 사업수입 45,925 45,9250

02 주차요금수입 17,265 17,2650

17,26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7,265ㅇ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7,265,000원

09 기타사업수입 28,660 28,6600

28,66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8,660ㅇ 소방학교 수탁교육비 수입 28,66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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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이자수입 219,213 219,2130

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91,503 191,5030

191,50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91,503ㅇ 전세자금 지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191,503,000원

05 기타이자수입 27,710 27,7100

27,71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7,710ㅇ 법인신용카드통장 등 이자수입 27,71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171,487 1,171,487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665,293 665,2930

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30,000 30,0000

3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30,000ㅇ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0,000원

02 변상금및위약금 231,154 231,1540

231,15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31,154ㅇ 위약금(지연배상금) 수입 231,154,000원

03 과태료 404,139 404,1390

404,13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404,139ㅇ 소방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404,139,000원

224 기타수입 493,649 493,6490

01 불용품매각대 324,993 324,9930

324,99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324,993ㅇ 불용품 매각대금 324,993,000원

06 그외수입 168,656 168,6560

168,656<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68,656ㅇ 기타수입 168,656,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12,545 12,545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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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난연도수입 12,545 12,5450

12,54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2,545ㅇ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2,545,000원

500 보조금 2,440,815 2,440,8150

510 국고보조금등 2,440,815 2,440,8150

511 국고보조금등 2,440,815 2,440,8150

01 국고보조금 434,245 434,2450

434,24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7,156ㅇ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7,156,000원

404,101ㅇ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404,101,000원

22,988ㅇ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2,988,000원

03 기금 2,006,570 2,006,5700

2,006,57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72,000ㅇ 구급대 전문화 향상 72,000,000원

1,375,000ㅇ 노후 구급차량 교체 1,375,000,000원

559,570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59,57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641,301 711,641,3010

710 보전수입등 2,900,980 2,900,9800

712 전년도이월금 309,980 309,9800

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9,980 309,9800

309,98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309,980ㅇ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9,980,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2,591,000 2,591,00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91,000 2,591,0000

( 단위 : 천원 )

2015 201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2,591,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591,000ㅇ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회수수입 2,591,000,000원

720 내부거래 708,740,321 708,740,3210

721 전입금 708,740,321 708,740,3210

03 기타회계전입금 708,740,321 708,740,3210

708,740,32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51,675,000ㅇ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251,675,000,000원

15,964,327ㅇ 소방안전교부세(75%) 15,964,327,000원

441,100,994ㅇ 일반회계 전입금 441,100,994,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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