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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321,867,890 279,977,8901,041,890,000

200 세외수입 85,401,090 33,221,24552,179,845

210 경상적세외수입 59,049,068 32,991,97326,057,095

211 재산임대수입 2,981,068 △256,4073,237,475

02 공유재산임대료 2,981,068 △256,4073,237,475

2,981,068<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2,981,068ㅇ 체비지 점유사용자 임대료 수입 2,981,068,000원

214 사업수입 55,000,000 33,072,38021,927,620

06 매각사업수입 55,000,000 33,072,38021,927,620

55,00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55,000,000ㅇ 시 및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55,000,000,000원

216 이자수입 1,068,000 176,000892,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68,000 176,000892,000

1,068,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1,068,000ㅇ 시금고 예금잔액 평균 이자수입 1,068,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6,352,022 229,27226,122,750

222 부담금 24,891,149 △187,63925,078,788

02 일반부담금 24,891,149 △187,63925,078,788

24,891,149<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24,891,149ㅇ 과밀부담금(25%) 24,891,149,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10,873 △127311,000

02 변상금및위약금 310,873 △127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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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7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310,873ㅇ 체비지무단사용 부과수입(자치구위임) 310,873,000원

224 기타수입 1,000,000 297,038702,962

06 그외수입 1,000,000 297,038702,962

1,00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1,000,000ㅇ 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 기타 잡수입 1,000,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150,000 120,00030,000

01 지난연도수입 150,000 120,00030,000

15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150,000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청산금 수입 150,000,000원

500 보조금 43,305,890 34,311,8908,994,000

510 국고보조금등 43,305,890 34,311,8908,994,000

511 국고보조금등 43,305,890 34,311,8908,994,000

01 국고보조금 38,566,000 33,572,0004,994,000

654,0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654,000ㅇ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54,000,000원

95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950,000ㅇ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950,000,000원

35,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35,000,000ㅇ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 35,000,000,000원

1,962,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962,000ㅇ 국고보조금 수입 1,962,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39,890 539,8904,000,000

327,89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327,890ㅇ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국고보조 327,890,000원

5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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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ㅇ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500,000,000원

3,712,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710,000ㅇ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710,000,000원

2,002,000ㅇ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02,000,000원

03 기금 200,000 200,0000

2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200,000ㅇ 한강 여의테라스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200,000,000원

600 지방채 75,873,000 69,214,0006,659,000

610 국내차입금 75,873,000 69,214,0006,659,000

611 차입금 75,873,000 69,214,0006,659,000

01 정부자금채 873,000 △5,786,0006,659,000

873,0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873,000ㅇ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873,000,000원

02 금융기관채 75,000,000 75,000,0000

75,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75,000,000ㅇ 풍납토성 조기 보상 75,00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7,287,910 143,230,755974,057,155

710 보전수입등 62,066,110 △1,189,75363,255,863

711 잉여금 62,066,110 △1,189,75363,255,863

01 순세계잉여금 62,066,110 △1,189,75363,255,863

62,066,1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62,066,110ㅇ 순세계잉여금 62,066,110,000원

720 내부거래 1,055,221,800 144,420,508910,801,292

721 전입금 765,221,800 △9,540,900774,7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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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회계전입금 765,221,800 △9,540,900774,762,700

765,221,8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765,221,800ㅇ 재산세 도시지역분(70%) 765,221,8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290,000,000 153,961,408136,038,592

01 예수금수입 290,000,000 250,000,00040,000,000

290,00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290,000,000ㅇ 재정투융자예수금수입 290,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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