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200
세외수입 78,032,649

210
경상적세외수입 25,262,539

211
재산임대 수입 324,234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24,234   [세무회계과]                                    134,420

    잡종재산 임대료(2,269필지)                    130,150=

    구관사 임대료(3동)                            4,270=

  [농산물원종장]                                  19,649

    원종장 토지임대료(5,566㎡)                    3,490=

    구 잠업검사소 임대료(건물,토지)               16,159=

  [축산기술연구센타]                              742

    토지 임대료(54,199㎡)                         742=

  [산림개발연구원]                                20,000

    도유림 대부료                                 20,000=

  [해안농업시험장]                                746

    강릉해안시험장 토지임대료(1필지)              746=

  [관광개발과]                                    148,677

    공원지역 도유재산임대료(토지80필지,건물11동)
                                                                 98,000=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267필지)           4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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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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MBC 사용대지 임대료                       4,800=
212
사용료수입 5,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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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용료                                    150,000=
212-02
하천사용료 4,000,000   [방재치수과]                                    4,000,000

    하천사용료                                    4,000,000=
212-07
입장료수입 467,500   [산림개발연구원]                                139,000

    특수전시영상관 입장료                         69,000=

    도립화목원 입장료                             70,000=

  [동강관리사무소]                                150,000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150,000=

  [관광정보센타]                                  178,500

    주제관 및 타워 입장료                         178,500=
212-08
기타사용료 586,098   [세무회계과]                                    15,280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4,760=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                        10,520=

  [여성회관]                                      69,004

    사무실 임대료                                 1,801=

    식당 임대료                                   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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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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33명)                         49,500=

    수강생자녀 보육료                             1,500=

  [공무원교육원]                                  25,000

    생활관 사용료                                 25,000=

  [감자원종장]                                    212,814

    휴경지 사용료(122.8㏊)                        211,014=

    관사 사용료                                   1,800=

  [산림개발연구원]                                20,000

    도립화목원 시설사용료                         20,000=

  [문화예술과]                                    20,000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공연장 등)            20,000=

  [맑은물보전과]                                  20,640

    온천수 사용료(숙박시설, 대중탕)               20,640=

  [관광정보센타]                                  3,360

    세니마실, 광장 사용료                         3,360=

  [도로관리사업소]                                200,000

    시군도 차선도색장비 도급                      180,000=

    건설기계대여                                  20,000=
213
수수료수입 2,0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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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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1
증지수입 2,007,907   [총무과]                                        37,15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1,700=

    자격·면허시험                                4,650=

    민원발급수수료                                800=

  [여성회관]                                      126,820

    강당사용료                                    1,200=

    기술·문화예술교육 수강료(2,500명)            100,000=

    기타교육 수강료(450명)                        13,500=

    예식장 사용료(120회)                          12,120=

  [축산과]                                        2,580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580=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2,000=

  [가축위생시험소]                                225,000

    축산물 가공품 검사수수료                      49,600=

    원유검사 수수료                               8,400=

    도축검사 수수료                               167,000=

  [탄광지역개발과]                                5,555

    채광계획 인가                                 1,170=

    조광권 설정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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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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광계획                                      3,350=

  [지식산업과]                                    1,100

    전기공사 등록                                 800=

    승강기 보수업(변경)등록                       300=

  [지역도시과]                                    8,500

    건설업등록 수수료                             8,500=

  [도로관리사업소]                                658,702

    품질검사시험 수수료                           495,478=

    품질관리현장조사 경비                         163,224=

  [보건환경연구원]                                742,500

    식품·약품검사(11,000건)                      192,500=

    수질검사(20,000건)                            550,000=

  [동부지원]                                      200,000

    식품·약품검사(2,000건)                       35,000=

    수질검사(6,000건)                             165,000=
213-04
기타수수료 67,000   [농어업정책과]                                  30,000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0,000=

  [농업기술원]                                    5,000

    식물환경 분석수수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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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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연수관]                                    2,000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2,000=

  [보건환경연구원]                                30,000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사업                 30,000=
214
사업수입 1,470,560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367,920   [농산물원종장]                                  141,390

    원종,보급종,잡종생산 매각                     141,390=

  [감자원종장]                                    96,180

    감자매각                                      96,180=

  [축산기술연구센타]                              280,150

    시험축 매각                                   100,000=

    성축(노폐우) 매각                             25,000=

    송아지 분양                                   132,000=

    종란 분양                                     2,500=

    병아리 분양                                   15,000=

    식란 매각                                     2,400=

    재래닭 매각                                   3,250=

  [산림개발연구원]                                24,643

    묘목판매                                      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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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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과]                                    219,007

    대관령풍력발전 생산전력 판매                  219,007=

  [내수면개발시험장]                              67,500

    어미, 어린고기 매각                           67,500=

  [농업기술원]                                    109,050

    수도시험 및 증식(450a)                        24,850=

    전·특작물 시험(두류 및 5작목)                11,000=

    고추냉이 종묘(20,000본)                       3,000=

    채소류 생산(10종)                             3,200=

    과수류 시험                                   25,000=

    화훼류 시험(3종)                              3,500=

    백합 구근류                                   32,000=

    환경농업연구 생산물(벼외 6종)                 3,500=

    기타 작목(콩외 5종)                           3,000=

  [농산물이용시험장]                              6,900

    버섯재배(2,000㎏)                             6,000=

    고추냉이조직배양묘(4,500본)                   900=

  [옥수수시험장]                                  355,550

    옥수수생산물(7,000㎏)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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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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옥수수 종자매각(8,000㎏)                    48,000=

    풋옥수수 매각(12,000통)                       3,000=

    자체보급종 종자판매                           300,000=

  [산채시험장]                                    7,600

    산채류 생산물 판매(1,000㎏)                   4,000=

    산채종묘 생산(30,000주)                       3,000=

    감자생산물(2,000㎏)                           600=

  [해안농업시험장]                                18,500

    수도시험(1.5㏊)                               9,500=

    밭작물시험(풋콩 등 3종)                       2,000=

    소득작목시험(마 등 4종)                       4,000=

    국화종묘 판매                                 3,000=

  [북부농업시험장]                                36,450

    가시오가피 종묘판매(20,000주)                 20,000=

    수도시험 생산물 판매(8,000㎏)                 12,400=

    콩수입 및 증식사업(600㎏)                     1,050=

    삼지구엽초 종묘판매(15,000주)                 2,250=

    인삼시험생산물 판매(30㎏)                     750=

  [고원농업시험장]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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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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배추 및 채소생산(2,000㎏)               2,000=

    고랭지약초 생산수입(1,500㎏)                  3,000=
214-06
매각사업수입 102,640   [지역도시과]                                    102,640

    택지매각분양금(속초 교동, 홍천 연봉)          102,640=
215
징수교부금수입 2,539,600

215-01
징수교부금수입 2,539,600   [보건위생과]                                    12,000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2,000=

  [환경정책과]                                    2,527,6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292,000,000원x10/100                                    1,429,200=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60,000,000원x60/100                                     876,000=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8,000

      - 도분                  117,500,000원x10/100 11,750=

      - 시군분                462,500,000원x10/100 46,250=

    생태계 보전협력금         328,800,000원x50/100 164,400=
216
이자수입 13,649,64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0,000   [세무회계과]                                    13,0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0,00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 649,640   [주택지적과]                                    64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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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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649,640=
220
임시적세외수입 52,770,110

221
재산매각수입 7,3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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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매각                                 32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6,997,110   [예산담당관실]                                  554,439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각                    554,439=

  [세무회계과]                                    4,570,000

    잡종재산 매각                                 2,112,500=

    동해 북측매립지 매각                          855,000=

    홍천 제병훈련장 부지매각                      1,602,500=

  [농업연수관]                                    172,671

    도로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172,671=

  [관광개발과]                                    200,000

    태백산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부지매각         200,000=

  [방재치수과]                                    1,500,000

    폐천부지 매각                                 1,500,000=
222
순세계잉여금 24,1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24,100,000   [세무회계과]                                    2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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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6)이자수입 목:(216-02)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본청][단위:천원]



목

과                 목
산          출          기          초예  산  액

장·관·항

    순세계잉여금                                  24,100,000=
224
전입금 4,000,000

224-01
공기업전입금 4,000,000   [예산담당관실]                                  4,000,000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4,000,000=
226
융자금원금수입 6,671,6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671,600   [지식산업과]                                    1,500,000

    하계저탄자금 회수                             1,500,000=

  [주택지적과]                                    5,171,600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5,171,600=
227
부담금 9,871,950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2,222,643   [지역지원과]                                    271,241

    소양강댐 정비사업 부담금                      271,241=

  [여성회관]                                      116,760

    어린이집운영 부담금                           116,760=

  [산림관리과]                                    381,162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81,162=

  [농업연수관]                                    53,480

    교육생 급식비(3개과정)                        53,480=

  [주택지적과]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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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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1,400,000=
227-02
일반부담금 7,649,307   [지역지원과]                                    1,761,164

    소양강댐정비사업(수자원공사)부담금            1,761,164=

  [여성수련원]                                    75,000

    시설사용료 부담금(60기)                       75,000=

  [도로교통과]                                    5,813,143

    조침령도로 한전부담금                         4,380,000=

    미시령관통도로 부담금                         1,433,143=
228
잡수입 40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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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휴지 매각                                   6,050=
228-04
과태료수입 373,000   [소방행정과]                                    43,000

    소방법 위반 과태료                            43,000=

  [축 산 과]                                      44,000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30,000=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9,000=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0=

  [맑은물보전과]                                  11,000

    환경관련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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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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도시과]                                    200,0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00,000=

  [도로교통과]                                    75,000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75,000=
228-09
기타잡수입 30,400   [보건위생과]                                    12,000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0=

  [농산물이용시험장]                              10,000

    농산물가공상품대행사업 수익금                 10,000=

  [관광정보센타]                                  8,400

    전망경 사용료 등                              8,400=
229
과년도수입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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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년도 수입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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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32,649

78,032,649

세  입  합  계

세  입  총  계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수입 [본청][단위: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