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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도시개발특별회계 2,381,671,875 1,004,033,9751,377,637,900

200 세외수입 49,671,736 △83,470,325133,142,061

210 경상적세외수입 10,942,589 △87,211,12998,153,718

211 재산임대수입 2,945,763 △65,5903,011,353

02 공유재산임대료 2,945,763 △65,5903,011,353

2,945,76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2,945,763ㅇ 체비지 점유사용자 임대료 수입 2,945,763,000원

214 사업수입 4,133,468 △88,525,69292,659,160

06 매각사업수입 4,133,468 △88,525,69292,659,160

4,133,468<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4,133,468ㅇ 시 및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4,133,468,000원

216 이자수입 3,863,358 1,380,1532,483,205

01 공공예금이자수입 3,854,358 1,425,1532,429,205

3,854,358<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3,854,358ㅇ 시금고 예금잔액 평균 이자수입 3,854,358,000원

06 기타이자수입 9,000 △45,00054,000

9,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9,000ㅇ 지방보조금 정산이자 수입 9,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38,729,147 3,740,80434,988,343

222 부담금 37,653,261 3,756,26133,897,000

02 일반부담금 37,653,261 3,756,26133,897,000

37,653,26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37,653,261ㅇ 과밀부담금(25%) 37,653,2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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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22,882 △54,360177,242

03 변상금 122,882 △54,360177,242

122,88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122,882ㅇ 체비지무단사용 부과수입 122,882,000원

224 기타수입 628,004 9,004619,000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50,000 △50,000200,000

15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150,000ㅇ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00,000원

06 그외수입 478,004 59,004419,000

478,00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478,004ㅇ 송파구 주차장 운영비 수입 등 478,004,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325,000 29,899295,101

01 지난연도수입 325,000 29,899295,101

325,0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325,000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청산금 수입 등 325,000,000원

500 보조금 82,657,000 11,961,96070,695,040

510 국고보조금등 82,657,000 11,961,96070,695,040

511 국고보조금등 82,657,000 11,961,96070,695,040

01 국고보조금 71,436,000 18,882,00052,554,000

58,1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58,100,000ㅇ 풍납토성 복원(국고보조금) 58,100,000,000원

13,336,000<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13,336,000ㅇ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13,336,0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21,000 △5,355,04016,576,040

1,000,000<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

( 단위 : 천원 )

2018 2019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2



1,000,000ㅇ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1,000,000,000원

6,704,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000,000ㅇ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000,000,000원

1,000,000ㅇ 암사역사공원 조성 1,000,000,000원

4,704,000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4,704,000,000원

3,517,00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

3,517,000ㅇ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458,000  ·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458,000,000원

2,690,000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690,000,000원

369,000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369,000,000원

600 지방채 1,181,947,000 1,107,619,14374,327,857

610 국내차입금 1,181,947,000 1,107,619,14374,327,857

611 차입금 93,920,000 19,592,14374,327,857

02 금융기관채 44,200,000 △28,042,85772,242,857

44,2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44,200,000ㅇ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44,200,000,000원

03 지방공공자금채 49,720,000 49,720,0000

49,720,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34,720,000ㅇ 신림~봉천터널 건설 34,720,000,000원

15,000,000ㅇ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5,000,000,000원

612 지방채증권 1,088,027,000 1,088,027,0000

01 모집공채 1,088,027,000 1,088,027,0000

17,76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

6,215,000ㅇ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민요박물관) 건립 6,215,000,000원

4,560,000ㅇ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4,560,000,000원

1,521,000ㅇ 서서울미술관 건립 1,521,000,000원

4,097,000ㅇ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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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000ㅇ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367,000,000원

14,527,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9,456,000ㅇ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56,000,000원

5,071,000ㅇ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5,071,000,000원

35,378,000<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

35,378,000ㅇ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35,378,000,000원

134,566,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63,535,000ㅇ 월드컵 대교 건설 63,535,000,000원

13,995,000ㅇ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13,995,000,000원

46,836,000ㅇ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46,836,000,000원

10,200,000ㅇ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0,200,000,000원

86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860,000,000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860,000,000,000원

25,796,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5,342,000ㅇ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5,342,000,000원

10,454,000ㅇ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상수빗물펌프장 등 7개소) 10,454,000,000월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7,396,139 △27,330,8031,094,726,942

710 보전수입등 85,232,439 085,232,439

711 잉여금 85,232,439 085,232,439

01 순세계잉여금 85,232,439 085,232,439

85,232,439<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85,232,439ㅇ 순세계잉여금 85,232,439,805원

720 내부거래 982,163,700 △27,330,8031,009,494,503

721 전입금 982,163,700 △27,330,8031,009,494,503

03 기타회계전입금 982,163,700 △27,330,8031,009,494,503

982,163,70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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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63,700ㅇ 재산세 도시지역분(70%) 982,163,7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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