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7,508,000 20,491,600727,016,400

200 세외수입 678,179,000 17,679,000660,50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04,622,208 △1,342,584605,964,792

212 사용료수입 562,960,156 △4,046,636567,006,792

03 하수도사용료 562,824,553 △4,055,239566,879,792

562,824,55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562,824,553ㅇ 하수도사용료 수입 562,824,553,000원

08 기타사용료 135,603 8,603127,000

135,60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35,603ㅇ 물재생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135,603,000원

214 사업수입 40,653,052 2,770,05237,883,000

09 기타사업수입 40,653,052 2,770,05237,883,000

40,653,05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40,653,052ㅇ 하수처리 등 부담금

11,445,873  ·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부담금 11,445,873,000원

21,614,394  · 자치구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21,614,394,000원

7,592,785  · 음식물 침출수(폐수) 처리부담금 7,592,785,000원

216 이자수입 1,009,000 △66,0001,075,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9,000 △66,0001,075,000

1,009,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009,000ㅇ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9,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73,556,792 19,021,58454,535,208

221 재산매각수입 17,615,400 17,6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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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7,615,400 17,615,4000

17,615,4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7,615,400ㅇ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매각비· 17,615,400,000원

222 부담금 39,671,975 1,043,97538,628,000

01 자치단체간부담금 758,862 11,862747,000

758,86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75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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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862,000원

02 일반부담금 38,913,113 1,032,11337,881,000

38,913,11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38,913,113ㅇ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913,113,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2,528 △9,47232,000

03 과태료 22,528 △9,47232,000

22,52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22,528ㅇ 사용료 등 부정한 면탈에 대한 과태료 22,528,000원

224 기타수입 9,296,972 307,9728,989,000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50,000 △814,0001,064,000

25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250,000ㅇ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250,000,000원

06 그외수입 9,046,972 1,121,9727,925,000

9,046,97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9,046,972ㅇ 하수도부지 점용료, 변상금, 공사대금 환수금 등 9,046,972,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6,949,917 63,7096,886,208

01 지난연도수입 6,949,917 63,7096,886,208

6,949,91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6,949,917ㅇ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지난연도수입 6,949,9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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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보조금 13,778,000 △7,960,40021,738,400

510 국고보조금등 13,778,000 △7,960,40021,738,400

511 국고보조금등 13,778,000 △7,960,40021,738,400

01 국고보조금 13,778,000 △7,944,00021,722,000

13,778,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3,778,000ㅇ 국고보조금

1,500,000  ·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1,500,000,000원

2,278,000  ·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2,278,000,000원

10,000,000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10,00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551,000 10,773,00044,778,000

710 보전수입등 55,551,000 10,773,00044,778,000

711 잉여금 55,551,000 10,773,00044,778,000

01 순세계잉여금 55,551,000 10,773,00044,778,000

55,551,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55,551,000ㅇ 순세계잉여금 55,551,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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