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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40,600,000 35,341,3511,305,258,649

200 세외수입 302,216,683 △9,514,876311,731,559

210 경상적세외수입 266,730,139 △11,230,337277,960,476

211 재산임대수입 210,519,954 △1,478,899211,998,853

02 공유재산임대료 210,519,954 △1,478,899211,998,853

12,694,78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12,694,785
ㅇ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국민계정)

12,694,785,000원

197,450,298<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97,450,298ㅇ 공유재산임대료(도정계정) 197,450,298,000원

374,871<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374,871ㅇ 은평자립형사립고 임대료수입(재촉계정) 374,871,815원

214 사업수입 53,828,117 △6,751,80660,579,923

04 청산금수입 1,022,117 125,194896,923

1,022,117<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022,117ㅇ 청산금수입(도정계정) 1,022,117,000원

06 매각사업수입 52,806,000 △6,877,00059,683,000

52,806,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52,806,000ㅇ 매각사업수입(도정계정) 52,806,000,000원

216 이자수입 2,382,068 △2,999,6325,381,7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79,118 △2,191,3823,670,500

1,242,459<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242,459ㅇ 공공예금이자수입(도정계정) 1,242,459,000원

236,659<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236,659ㅇ 공공예금 이자수입(재촉계정) 236,6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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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02,950 △808,2501,711,200

896,75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896,750ㅇ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도정계정) 896,750,000원

6,2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6,200ㅇ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금지원액 이자 (재촉계정) 6,2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35,486,544 1,715,46133,771,083

221 재산매각수입 3,010,962 △57,5343,068,496

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10,962 △57,5343,068,496

3,010,962<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3,010,962ㅇ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용지매각수입 3,010,962,000원

222 부담금 25,004,444 825,99524,178,449

02 일반부담금 25,004,444 825,99524,178,449

25,004,444<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25,004,444ㅇ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재촉계정) 25,004,444,000원

224 기타수입 3,612,138 588,3303,023,808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58,808 0258,808

258,808<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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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그외수입 3,353,330 588,3302,765,000

3,353,33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3,353,330ㅇ 기타잡수입(도정계정) 3,353,33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3,859,000 358,6703,500,330

01 지난연도수입 3,859,000 358,6703,500,330

3,859,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3,859,000ㅇ 지난년도수입(도정계정) 3,85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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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보조금 138,632,324 △41,496,843180,129,167

510 국고보조금등 138,632,324 △41,496,843180,129,167

511 국고보조금등 138,632,324 △41,496,843180,129,167

01 국고보조금 1,000,000 △19,077,00020,077,000

1,00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000,000ㅇ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보조금 1,000,000,000원

03 기금 137,632,324 △22,419,843160,052,167

116,089,14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10,269,888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민선5기)(국민계정) 10,269,888,000원

10,912,000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민선6기)(국민계정) 10,912,000,000원

64,125,000ㅇ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국민계정) 64,125,000,000원

15,887,253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추가2만호 국고지원(국민계정) 15,887,253,000원

14,625,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공급 국고지원(국민계정) 14,625,000,000원

270,000ㅇ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매입 건설 공급 270,000,000원

21,543,183<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21,543,183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국고보조(도정계정) 21,543,183,000원

600 지방채 100,386,000 100,386,0000

610 국내차입금 100,386,000 100,386,0000

611 차입금 100,386,000 100,386,0000

01 정부자금채 100,386,000 100,386,0000

100,386,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00,386,000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00,386,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9,364,993 △14,032,930813,397,923

710 보전수입등 70,212,742 △94,384,221164,59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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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잉여금 46,462,742 △89,384,221135,846,963

01 순세계잉여금 46,462,742 △89,384,221135,846,963

807,74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807,742ㅇ 순세계 잉여금(국민계정) 807,742,000원

30,395,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30,395,000ㅇ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30,395,000,000원

15,260,0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15,260,000ㅇ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순세계잉여금 15,260,000,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23,750,000 △5,000,00028,750,0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750,000 △5,000,00028,750,000

23,75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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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내부거래 729,152,251 80,351,291648,800,960

721 전입금 474,411,471 △46,940,529521,352,000

03 기타회계전입금 474,411,471 △46,940,529521,352,000

266,479,27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61,374,341ㅇ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계정) 61,374,341,000원

205,104,930ㅇ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계정) 205,104,930,000원

103,966,1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03,966,1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103,966,100,000원

103,966,1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103,966,1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재촉계정) 103,966,1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254,740,780 127,291,820127,448,960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45,298,438 128,958,838116,339,600

160,520,438<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160,520,438ㅇ 재정투융자예탁금회수수입(도정계정) 160,520,4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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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8,0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84,778,000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상환수입(재촉계정) 84,778,000,0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9,442,342 △1,667,01811,109,360

5,680,919<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5,680,919ㅇ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도정계정) 5,680,919,340원

3,761,423<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3,761,423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재촉계정) 3,761,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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