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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13,302,216 △69,096,0961,382,398,312

200 세외수입 366,791,177 64,574,494302,216,683

210 경상적세외수입 330,798,700 64,068,561266,730,139

211 재산임대수입 282,663,797 72,143,843210,519,954

02 공유재산임대료 282,663,797 72,143,843210,519,954

233,908,68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233,908,680ㅇ 공유재산임대료(도정계정) 233,908,680,000원

380,117<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380,117ㅇ 은평자립형사립고 임대료수입(재촉계정) 380,117,074원

48,375,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48,375,000
ㅇ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국민계정)

48,375,000,000원

214 사업수입 46,572,431 △7,255,68653,828,117

04 청산금수입 1,231,331 209,2141,022,117

1,231,33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231,331ㅇ 청산금수입(도정계정) 1,231,331,000원

06 매각사업수입 45,341,100 △7,464,90052,806,000

38,389,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38,389,000ㅇ 매각사업수입(도정계정) 38,389,000,000원

6,952,1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6,952,100ㅇ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국민계정) 6,952,100,000원

216 이자수입 1,562,472 △819,5962,382,068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56,272 77,1541,479,118

1,556,27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556,272ㅇ 공공예금이자수입(도정계정) 1,556,2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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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200 △896,750902,950

6,2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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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임시적세외수입 35,992,477 505,93335,486,544

221 재산매각수입 2,953,427 △57,5353,010,962

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953,427 △57,5353,010,962

2,953,427<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2,953,427ㅇ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용지매각수입 2,953,427,000원

222 부담금 24,891,149 △113,29525,004,444

02 일반부담금 24,891,149 △113,29525,004,444

24,891,149<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24,891,149ㅇ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재촉계정) 24,891,149,000원

224 기타수입 4,670,901 1,058,7633,612,138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90,901 432,093258,808

690,90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690,901ㅇ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재촉계정) 690,901,000원

06 그외수입 3,980,000 626,6703,353,330

3,980,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3,980,000ㅇ 기타잡수입(도정계정) 3,980,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3,477,000 △382,0003,859,000

01 지난연도수입 3,477,000 △382,0003,859,000

3,477,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3,477,000ㅇ 지난년도수입(도정계정) 3,477,000,000원

500 보조금 135,651,505 △44,779,131180,4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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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국고보조금등 135,651,505 △44,779,131180,430,636

511 국고보조금등 135,651,505 △44,779,131180,430,636

01 국고보조금 4,065,000 △21,771,00025,836,000

3,000,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3,000,000ㅇ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보조금 3,000,000,000원

1,065,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1,065,000ㅇ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1,065,000,000원

03 기금 131,586,505 △23,008,131154,594,636

25,298,5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25,298,500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국고보조(도정계정) 25,298,500,000원

106,288,00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16,734,637ㅇ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국민계정) 16,734,637,000원

1,932,445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추가2만호)(국민계정) 1,932,445,000원

5,520,923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민선6기)(국민계정) 5,520,923,000원

2,000,000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국민계정) 2,000,000,000원

12,600,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국민계정) 12,600,000,000원

67,500,000ㅇ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국민계정) 67,500,000,000원

600 지방채 132,586,610 32,200,610100,386,000

610 국내차입금 132,586,610 32,200,610100,386,000

611 차입금 132,586,610 32,200,610100,386,000

01 정부자금채 132,586,610 32,200,610100,386,000

132,586,6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32,586,610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132,586,61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8,272,924 △121,092,069799,364,993

710 보전수입등 133,792,081 63,579,33970,2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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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잉여금 133,482,081 87,019,33946,462,742

01 순세계잉여금 133,482,081 87,019,33946,462,742

114,863,39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14,863,391ㅇ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114,863,391,000원

6,589,469<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6,589,469ㅇ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순세계잉여금 6,589,469,000원

12,029,22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12,029,221ㅇ 순세계 잉여금(국민계정) 12,029,221,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310,000 △23,440,00023,750,0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0,000 △23,440,00023,750,000

310,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310,000ㅇ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융자금 회수수입 310,000,000원

720 내부거래 544,480,843 △184,671,408729,152,251

721 전입금 402,207,800 △72,203,671474,411,471

03 기타회계전입금 402,207,800 △72,203,671474,411,471

109,317,4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09,317,4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109,317,400,000원

109,317,4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109,317,4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재촉계정) 109,317,400,000원

183,573,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61,948,000ㅇ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국민계정) 61,948,000,000원

121,625,000ㅇ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국민계정) 121,625,0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142,273,043 △112,467,737254,740,780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4,824,043 △110,474,395245,298,438

134,824,04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34,824,043ㅇ 재정투융자예탁금회수수입(도정계정) 134,824,043,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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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탁금이자수입 7,449,000 △1,993,3429,442,342

4,208,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4,208,000ㅇ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도정계정) 4,208,000,000원

3,241,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3,241,000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재촉계정) 3,241,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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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주택사업특별회계
	2-05-1.주택사업특별회계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2] 공유재산임대료

	[214] 사업수입
	[04] 청산금수입
	[06] 매각사업수입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이자수입
	[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22] 부담금
	[02] 일반부담금

	[224] 기타수입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06] 그외수입

	[225] 지난연도수입
	[01] 지난연도수입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03] 기금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01] 정부자금채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 보전수입등
	[711] 잉여금
	[01] 순세계잉여금

	[713] 융자금원금수입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03] 기타회계전입금

	[722] 예탁금및예수금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04] 예탁금이자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