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9,121,670781,882,000

200 세외수입 732,735,590 54,556,590678,179,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77,394,007 72,771,799604,622,208

212 사용료수입 632,622,983 69,662,827562,960,156

03 하수도사용료 632,495,305 69,670,752562,824,553

632,495,30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632,495,305ㅇ 하수도사용료 수입 632,495,305,000원

08 기타사용료 127,678 △7,925135,603

127,67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27,678ㅇ 탄천, 중랑물재생센터 주차장 운영수입 127,678,000원

214 사업수입 43,756,024 3,102,97240,653,052

09 기타사업수입 43,756,024 3,102,97240,653,052

43,756,02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43,756,024ㅇ 하수처리 등 부담금

12,319,531  ·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부담금 12,319,531,000원

23,521,744  · 자치구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23,521,744,000원

7,705,040  · 음식물 침출수(폐수) 처리부담금 7,705,040,000원

209,709  · 마곡 재이용수 사용 수입 209,709,000원

216 이자수입 1,015,000 6,0001,009,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15,000 6,0001,009,000

1,015,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015,000ㅇ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5,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55,341,583 △18,215,20973,556,792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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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담금 37,940,127 △1,731,84839,671,975

01 자치단체간부담금 1,561,446 802,584758,862

1,561,44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561,446

ㅇ 하수처리시설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담금(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1,561,446,000원

02 일반부담금 36,378,681 △2,534,43238,913,113

36,378,68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36,378,681ㅇ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6,378,681,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0,706 △1,82222,528

05 과태료 20,706 △1,82222,528

20,70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20,706ㅇ 사용료 등 부정한 면탈에 대한 과태료 20,706,000원

224 기타수입 7,781,750 △1,515,2229,296,972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65,720 △84,280250,000

165,72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65,720ㅇ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165,720,000원

06 그외수입 7,616,030 △1,430,9429,046,972

7,616,03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7,616,030ㅇ 하수도부지 점용료, 변상금, 공사대금 환수금 등 7,616,03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9,599,000 2,649,0836,949,917

01 지난연도수입 9,599,000 2,649,0836,949,917

9,599,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9,599,000ㅇ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지난연도수입 9,599,000,000원

500 보조금 3,335,000 △44,817,00048,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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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510 국고보조금등 3,335,000 △44,817,00048,152,000

511 국고보조금등 3,335,000 △44,817,00048,152,000

01 국고보조금 3,335,000 △44,817,00048,152,000

3,335,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3,335,000ㅇ 국고보조금

1,835,000  ·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1,835,000,000원

1,500,000  ·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1,50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933,080 △617,92055,551,000

710 보전수입등 54,933,080 △617,92055,551,000

711 잉여금 54,933,080 △617,92055,551,000

01 순세계잉여금 54,933,080 △617,92055,551,000

54,933,08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54,933,080ㅇ 순세계잉여금 54,933,08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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