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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세외수입(합계) 3,498,683 3,584,118 △85,435
　 경상적세외수입 3,401,940 3,471,768 △69,828
　 　 재산임대수입(국유재산임대료) 30,000 30,000 0
　 　 사용료수입 2,324,210 2,224,903 99,307
　 　 　 도로사용료 2,220,539 2,121,803 98,736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사용료 2,300 2,000 300　 사설안내 표지판 사용허가 

건수 증가예상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사용료 900 900 　0　 　
통합배포대 도로사용료 300 300 　0　 　
기타 도로사용료 2,217,039 2,118,603 　98,436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

점용허가 건수 증가 예상　 　
　 　 　 하천사용료(공유수면사용료) 17,000 15,300 1,700 공유수면 사용허가 건수 

증가 예상
　 　 　 기타사용료 86,671 87,800 △1,129
　 　 보도상영업시설물 임대 6,671 7,800 △1,129　 보도상영업시설물 임대건수 

감소 예상
　 　 공유재산사용료 80,000 80,000 0　
　 　 징수교부금수입(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047,730 1,216,865 △169,135 서울시 사용료징수교부금 

산정 감소 예상
　 임시적세외수입 96,743 112,350 △15,607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6,743 112,350 △15,607
　 　 　 변상금 36,100 57,350 △21,250
　 　 도로변상금 3,000 3,000 0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자 변상금  33,100 54,350 △21,250　

- 지속적 단속에 따른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무단점유 

필요성 저하
　 　 　 과태료 60,643 55,000 5,643
　 　 건설업·건설기계 과태료 20,643 15,000 5,643　 위반 사항 건수 증가 예상
　 　 　 도로법위반 과태료 40,000 40,000 0　

2019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19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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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건설관리과 779,899 1,269,117 △489,21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77,397 24,527 52,870
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 5,697 12,797 △7,100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5,697 12,797 △7,100

201 일반운영비 2,997 2,997 001 사무관리비 2,997 2,997 0
203 업무추진비 2,700 9,800 △7,1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9,800 △7,100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 변동으로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 조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71,700 11,730 59,970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71,700 11,730 59,970

201 일반운영비 26,400 8,430 17,970
01 사무관리비 26,400 8,430 17,970  차량 2대 구매에 따른 리프트설치비, 탁송료 지급금액 증액

203 업무추진비 3,300 3,3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 3,300 0

405 자산취득비 42,000 0 4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 0 42,000 가로정비 단속용 차량 2대 구매(신규1, 노후차량 교체1)

신뢰받는 보상 행정 4,720 4,870 △150
손실보상 4,720 4,870 △150
도시계획사업 보상 4,720 4,870 △150

201 일반운영비 2,320 2,470 △150
01 사무관리비 1,120 1,120 0
02 공공운영비 1,200 1,350 △150 신원보증보험 보험율 인하(270천원 → 240천원)

203 업무추진비 2,400 2,4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2,400 0

2019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예산안 P488~490, 세부사업설명서 P175~18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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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도로점용 573,400 1,113,400 △540,000
도로점용관리 573,400 1,113,400 △540,000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2,400 12,400 1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10,000 10,000
01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측량대상 필지(10필지) 증가

203 업무추진비 2,400 2,40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2,400 0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551,000 1,101,000 △550,0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50,000 1,100,000 △550,000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50,000 1,100,000 △550,000 - 2단계 사업완료(1,100,000천원)
- 이대서울병원~가곡초등학교 

구간 지중화사업(550,000천원)
행정운영경비(건설관리과) 124,382 126,320 △1,938
기본경비 124,382 126,320 △1,938
기본경비 124,382 126,320 △1,938

201 일반운영비 53,582 52,220 1,362
01 사무관리비 48,370 47,870 500
02 공공운영비 5,212 4,350 862 세외수입고지서 온라인제작 

발송료 증액 및 발송매수 증가
202 여비 67,200 67,200 0

01 국내여비 67,200 67,200 0
203 업무추진비 3,600 6,900 △3,300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 변동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정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