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11건 20,565,272,000 2,320,080,000 2,320,08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476,160,000 1,428,000

2013-11-28 12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확보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2,064,000 1,42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2,410,145,000 59,067,000

2013-02-28
편성인원(정원기준)대비 실지급인원(현원) 초
과에 따른 부족액 발생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484,539,000 59,067,0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207-01
연구용역비 216,000,000 6,112,000

2013-11-19

당초 예상보다 교육 이수대상이 증감하에 따라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법정교육 미이수로 여
객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위
탁기관에 지급할 예산 부족분을 확보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2,000,000 6,112,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민간위탁주차장 시설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198,000,000

2013-11-28
시영주차장 안전관련 시설(소방, 방재설비) 개
보수를 위한 예산전용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98,0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60,521,000 350,000,000

2013-05-20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사업을 직접운영으
로 변경함에 따른 소요비용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0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10,521,000 200,000,000

2013-05-20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사업을 직접운영으
로 변경함에 따른 소요비용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10,521,000 150,000,000

2013-05-20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사업을 직접운영으
로 변경함에 따른 소요비용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0,00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보행친화도시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000 200,000,000

2013-05-31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구축사업(시설개선) 계획
을 보행전용거리 행사 사업으로 변경

보행친화도시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0 200,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
터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
충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00 1,000,000,000

2013-12-18
UTIS 차량단말기(관용차량)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

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방송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30,000,000 147,000,000

2013-01-21
tbs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확
보

청사유지관리 및 방송행정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52,000 147,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7,939,948,000 8,473,000

2013-02-28
예산편성당시 대비 지급대상인원 증가 등에 따
른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액 확보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70,001,000 8,47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