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22건 101,321,099,000 1,631,099,000 1,631,099,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
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혼잡통행료 징수대행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4,492,000,000 200,000,000

2010-08-12 교통홍보 캐릭터 개발비 확보
교통정책 국제홍보 및 교류사
업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
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경찰청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38,000,000 140,000,000

2010-06-24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예산 확보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경찰청
)

201-01
사무관리비 140,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
당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2,159,365,000 40,636,000

2010-02-24
편성인원(172명) 대비 지급인원(184명) 과다에
 따른 부족액 확보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464,344,000 40,636,000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
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택시 콜서비스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7,086,000,000 122,077,000

2010-04-30 브랜드콜택시 통합콜번호 홍보

택시 콜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22,077,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
당관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3,893,560,000 3,100,000

2010-02-25
성과상여금으로 전용(주차계획담당관-2833, 20
10.2.24)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201,032,000 3,100,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
당관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3,890,460,000 6,823,000

2010-08-12 연금지급금 지급

인건비 307-07
연금지급금 5,000,000 6,823,0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교통
담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60,000,000 60,360,000

2010-08-13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설계변경(자전거교통담
당관-8808)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401-01
시설비 60,360,0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교통
담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210,000,000 190,000,000

2010-07-28
자전거 정비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
산 전용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201-01
사무관리비 337,000,000 190,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
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
영 및 관리시스템 위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48,207,000 578,000,000

2010-03-25 공공요금 관리체계 개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
영 및 관리시스템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4,771,000,000 578,000,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
설담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74,000,000 3,386,000

2010-07-09 교통사고배상금 부족분에 대한 전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100,000,000 3,386,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
설담당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70,614,000 2,276,000

2010-07-22
화해권고배상금지출(성수동횡단보도)부족분변
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103,386,000 2,276,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
터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자치구 CCTV연계 교통상황 모
니터링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133,000,000 59,000,000

2010-07-15
자치구 CCTV영상연계를 통한 교통상황 모니터
링 체계구축 전용계획(교통정보센터-8087)자치구 CCTV연계 교통상황 모

니터링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7,000,000 59,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TV 정규방송 제작 301-12
기타보상금 2,658,000,000 80,000,000

2010-06-25
한마음콘서트-월드컵 16강 응원전 개최 예산부
족액 확보

tbs 찾아가는 음악회 201-01
사무관리비 1,300,500,000 80,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TV 정규방송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3,252,000,000 35,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8,000,000 35,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99,753,000 13,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3,000,000 13,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방송기술 제작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54,000,000 25,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71,000,000 25,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538,000,000 10,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8,000,000 10,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301-12
기타보상금 800,010,000 22,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6,000,000 22,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eFM 방송제작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734,000,000 35,000,000

2010-02-23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예산 
확보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6,000,000 35,0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497,752,000 3,041,000

2010-02-24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액 확보

인건비 303-02
성과상여금 87,594,000 3,041,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494,711,000 1,200,000

2010-11-29 부서신설로 인한 지급대상자 증가

인건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0,000 1,200,000

교통방송 경영기획부 기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493,511,000 1,200,000

2010-11-29 직급별 현원수 변동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

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429,300,000 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