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00
세외수입 95,897,1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3,366,169

211
재산임대 수입 343,112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43,112   [세무회계과]                                    134,420

    잡종재산 임대료                               130,150=

    구관사 임대료                                 4,270=

  [농산물원종장]                                  3,490

    원종장 토지임대료                             3,490=

  [축산기술연구센타]                              742

    토지 임대료                                   742=

  [산림개발연구원]                                30,000

    지방분권아카데미연구동 임대료                 10,000=

    도유림 대부료                                 20,000=

  [농업기술원]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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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 수입 목:(211-02)공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해안시험장 토지임대료                         746=

  [관광개발과]                                    173,714

    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111,500=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56,734=

    춘천문화방송 사용대지 임대료                  5,480=

212
사용료수입 4,986,688

212-01
도로사용료 150,000   [도로교통과]                                    150,000

    도로사용료                                    150,000=

212-02
하천사용료 4,120,000   [방재치수과]                                    4,120,000

    하천사용료                                    4,120,000=

212-07
입장료수입 314,500   [산림개발연구원]                                95,000

    특수전시영상관 입장료                         20,000=

    도립화목원 입장료                             75,000=

  [동강관리사무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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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 수입 목:(211-02)공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100,000=

  [관광정보센타]                                  119,500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119,500=

212-08
기타사용료 402,188   [세무회계과]                                    15,280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4,760=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                        10,520=

  [여성회관]                                      65,181

    사무실 임대료                                 1,740=

    식당 임대료                                   12,816=

    어린이집 보육료                               49,500=

    수강생자녀 보육료                             1,125=

  [공무원교육원]                                  25,000

    생활관 사용료                                 25,000=

  [감자원종장]                                    2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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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7)입장료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휴경지 사용료                                 206,127=

    관사 사용료                                   3,600=

  [산림개발연구원]                                20,000

    도립화목원 시설사용료                         20,000=

  [맑은물보전과]                                  42,000

    온천수 사용료                                 42,000=

  [관광정보센타]                                  5,000

    세미나실, 엑스포관장 사용료                   5,000=

  [도로관리사업소]                                20,000

    건설기계대여                                  20,000=

213
수수료수입 2,132,406

213-01
증지수입 2,080,406   [총 무 과]                                      36,35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1,700

      7급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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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8)기타사용료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9급                                         22,500=

      소방사                                      5,000=

    자격,면허시험                                 4,650

      간호조무사                                  1,650=

      수렵면허                                    3,000=

  [자치행정과]                                    800

    민원발급 수수료                               800=

  [여성회관]                                      35,300

    강당사용료                                    1,200=

    기술특화교육 수강료                           24,000=

    예식장 사용료                                 10,100=

  [축 산 과]                                      2,290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290=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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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가축위생시험소]                                232,900

    축산물 가공품 검사                            53,000=

    원유 검사                                     8,400=

    도축 검사                                     171,500=

  [경제정책과]                                    1,300

    전기공사 등록                                 800=

    승강기 보수업 등록                            300=

    설계,감리업 등록                              200=

  [탄광지역개발과]                                5,702

    채광계획 인가                                 1,248=

    조광권 설정                                   1,104=

    탐광계획                                      3,350=

  [지역도시과]                                    3,600

    건설업 등록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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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도로관리사업소]                                663,464

    품질검사시험                                  500,240=

    품질관리현장조사 경비                         163,224=

  [보건환경연구원]                                838,250

    식품, 약품검사                                200,750=

    수질검사                                      637,500=

  [동부지원]                                      260,450

    식품,약품검사                                 65,700=

    수질검사                                      194,750=

213-04
기타수수료 52,000   [농어업정책과]                                  30,000

    농지조성비                                    30,000=

  [농업기술원]                                    10,000

    환경농업 분석                                 10,000=

  [농업연수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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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2,000=

  [보건환경연구원]                                10,000

    순환형 복합에너지시스템 실증연구              10,000=

214
사업수입 1,536,753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465,855   [농산물원종장]                                  144,930

    원종,보급종,잠종생산매각                      144,930=

  [감자원종장]                                    80,000

    감자매각                                      80,000=

  [축산기술연구센타]                              294,350

    시험축매각                                    70,000=

    성축(노폐우)매각                              50,000=

    송아지분양                                    150,000=

    종란분양                                      2,500=

    병아리분양                                    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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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4)기타수수료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식란매각                                      3,200=

    재래닭(노계)매각                              3,250=

  [산림개발연구원]                                64,000

    묘목판매                                      34,000=

    종자판매                                      30,000=

  [지식산업과]                                    300,000

    대관령 풍력발전 생산전력                      300,000=

  [내수면개발시험장]                              20,000

    어미 및 어린고기 매각                         20,000=

  [농업기술원]                                    109,050

    수도시험 및 증식                              24,850=

    전·특작물 시험                               14,000=

    채소류 생산                                   3,200=

    과수류 시험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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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4)사업수입 목:(214-01)사업장생산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화훼류 시험                                   3,500=

    백합 구근류                                   32,000=

    환경농업연구 생산물                           3,500=

    기타 작목수입                                 3,000=

  [농산물이용시험장]                              6,000

    버섯재배 판매                                 6,000=

  [옥수수시험장]                                  372,750

    옥수수생산물                                  6,500=

    찰옥수수 종자매각                             360,000=

    풋옥수수 매각                                 6,250=

  [산채시험장]                                    7,600

    산채류 생산물 판매                            2,000=

    산채종묘 생산                                 5,000=

    감자 생산물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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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4)사업수입 목:(214-01)사업장생산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해안농업시험장]                                18,500

    수도시험                                      9,500=

    밭작물시험                                    2,000=

    소득작목시험                                  4,000=

    원예작물시험                                  3,000=

  [북부농업시험장]                                42,675

    가시오가피 종묘                               16,000=

    수도시험 생산물                               23,400=

    콩시험 및 증식                                525=

    삼지구엽초 종묘                               2,250=

    인삼시험 생산물                               500=

  [고원농업시험장]                                6,000

    고랭지 채소생산                               3,000=

    고랭지 약초생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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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4)사업수입 목:(214-01)사업장생산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14-06
매각사업수입 70,898   [지역도시과]                                    70,898

    택지매각분양금 징수                           70,898=

215
징수교부금수입 2,567,210

215-01
징수교부금수입 2,567,210   [보건위생과]                                    10,00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00=

  [환경정책과]                                    2,557,210

    환경개선부담금                                1,396,000=

    수질개선부담금                                892,200=

    배출부과금                                    102,460

      도분                                        74,260=

      시군분                                      28,200=

    생태계보전협력금                              166,550=

216
이자수입 11,80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800,000   [세무회계과]                                    1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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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4)사업수입 목:(214-06)매각사업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0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2,530,931

221
재산매각수입 4,058,432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320,000   [세무회계과]                                    320,000

    국유재산 매각                                 32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3,738,432   [세무회계과]                                    500,000

    잡종재산 매각                                 500,000=

  [관광개발과]                                    189,349

    태백산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부지              189,349=

  [방재치수과]                                    2,000,000

    폐천부지 매각                                 2,000,000=

  [도로관리사업소]                                1,049,083

    강릉지소청사 부지매각                         1,037,788=

    강릉지소청사 건물매각                         1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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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6)이자수입 목:(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22
순세계잉여금 11,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1,000,000   [세무회계과]                                    11,000,000

    순세계잉여금                                  11,000,000=

224
전입금 1,120,000

224-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00,000   [예산담당관실]                                  1,000,000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1,000,000=

224-04
기금전입금 120,000   [공무원교육원]                                  120,000

    교육시상기금                                  120,000=

225
예탁금및예수금 30,000,000

225-01
예수금수입 30,000,000   [예산담당관실]                                  30,000,000

    기금 예수금                                   30,000,000=

226
융자금원금수입 5,996,0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996,000   [경제정책과]                                    1,500,000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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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2)순세계잉여금 목:(222-01)순세계잉여금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주택지적과]                                    4,496,000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4,496,000=

227
부담금 12,867,249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6,970,249   [지역지원과]                                    1,429,000

    소양강댐 정비사업                             640,000=

    평화의댐 정비사업                             789,000=

  [여성회관]                                      132,000

    어린이집 운영                                 132,000=

  [산림관리과]                                    549,039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549,039=

  [농업연수관]                                    54,210

    교육생 급식비                                 54,210=

  [관광개발과]                                    2,142,000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보존복원사업              2,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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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6)융자금원금수입 목:(226-01)민간융자금회수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주택지적과]                                    2,664,00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664,000=

227-02
일반부담금 5,897,000   [지역지원과]                                    4,260,000

    소양강댐 정비사업(수자원공사)                 4,260,000=

  [여성수련원]                                    80,000

    수련원시설사용료                              80,000=

  [환동해출장소]                                  18,000

    수자원조성 부담금                             18,000=

  [도로교통과]                                    1,539,000

    조침령 도로확포장(한전)                       1,047,000=

    미시령동서관통도로사업                        492,000=

228
잡수입 7,089,250

228-01
불용품매각대 6,050   [총 무 과]                                      6,050

    폐휴지 매각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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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7)부담금 목:(227-01)자치단체간부담금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28-04
과태료수입 245,500   [소방행정과]                                    60,000

    소방법 위반과태료                             60,000=

  [축 산 과]                                      24,500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15,000=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4,500=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5,000=

  [환동해출장소]                                  15,000

    어업허가행정처분 과징금                       15,000=

  [맑은물보전과]                                  11,000

    환경관련법령위반 과태료, 과징금               11,000=

  [지역도시과]                                    60,0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60,000=

  [도로교통과]                                    75,000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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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28-09
기타잡수입 6,837,700   [예산담당관실]                                  4,564,000

    복권수입                                      4,564,000=

  [자치행정과]                                    2,017,000

    임대보증금 회수                               2,017,000=

  [보건위생과]                                    11,000

    부설의원 진료수입                             11,000=

  [공무원교육원]                                  225,400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비                       225,400=

  [산림개발연구원]                                4,000

    한지판매(산림박물관)                          4,000=

  [농산물이용시험장]                              10,000

    농산물가공상품 대행생산                       10,000=

  [관광정보센타]                                  6,300

    전망경 사용료 등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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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9)기타잡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29
과년도수입 400,000

229-01
과년도수입 400,000   [세무회계과]                                    400,000

    과년도 수입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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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97,100세  입  합  계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9)과년도수입 목:(229-01)과년도수입 [본청][단위: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