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45,771,948 △81,762,7151,227,534,663

200 세외수입 265,008,366 40,972,462224,035,904

210 경상적세외수입 86,503,610 18,980,57867,523,032

211 재산임대수입 6,587,523 △318,2026,905,725

02 공유재산임대료 6,587,523 △318,2026,905,725

6,587,52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6,587,523ㅇ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6,587,523,000원

213 수수료수입 19,430 19,4300

04 기타수수료 19,430 19,4300

19,43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19,430ㅇ 정보화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산정 5,000원*3,886건

214 사업수입 79,748,657 19,636,35060,112,307

02 주차요금수입 54,513,339 20,160,30434,353,035

54,513,33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54,513,339ㅇ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54,513,339,000원

03 통행료수입 15,717,678 547,19915,170,479

15,717,67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5,717,678ㅇ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 15,717,678,000원

09 기타사업수입 9,517,640 △1,071,15310,588,793

2,527,44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2,527,440ㅇ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 2,527,440,000원

3,190,2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3,190,200ㅇ 공공자전거 운영수입 3,190,200,000원

3,8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3,800,000ㅇ 협찬 및 광고 방송금 3,8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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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이자수입 148,000 △357,000505,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8,000 △357,000505,000

14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48,000ㅇ 교통관리계정 이자수입 148,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78,504,756 21,991,884156,512,872

222 부담금 163,550,538 27,427,538136,123,000

02 일반부담금 163,550,538 27,427,538136,123,000

151,950,53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20,434,538ㅇ 교통유발부담금(교통관리계정) 120,434,538,000원

4,000,000
ㅇ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 확장공사(교통개선분담금계정)

4,000,000,000원

2,300,000ㅇ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2,300,000,000원

18,958,000ㅇ 5호선 연장(하남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18,958,000,000원

4,258,000ㅇ 8호선 연장(별내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4,258,000,000원

2,000,000ㅇ 은평새길 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원

11,6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11,400,000ㅇ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1,400,000,000원

200,000ㅇ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 200,000,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526,767 251,0953,275,672

01 과징금 860,954 201,282659,672

860,95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860,954ㅇ 운수과징금(현년도) 860,954,000원

05 과태료 2,665,813 49,8132,616,000

2,665,813<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665,813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665,813,000원

224 기타수입 6,981,001 △5,140,67212,121,673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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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014,001 △2,346,3995,360,400

3,014,00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3,014,001ㅇ 자치구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반환금 3,014,001,000원

06 그외수입 3,967,000 △2,794,2736,761,273

3,967,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3,967,000ㅇ 교통관리계정 그외수입 3,967,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4,446,450 △546,0774,992,527

01 지난연도수입 4,446,450 △546,0774,992,527

2,139,58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139,581ㅇ 교통유발부담금 2,139,581,000원

396,86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396,869ㅇ 운수과징금(지난연도) 396,869,000원

1,41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1,410,000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410,000,000원

5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500,000ㅇ 지난연도 기타사업수입 미수납액 500,000,000원

500 보조금 16,973,600 189,42416,784,176

510 국고보조금등 16,973,600 189,42416,784,176

511 국고보조금등 16,973,600 189,42416,784,176

01 국고보조금 16,463,600 1,544,42414,919,176

15,242,4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15,242,400ㅇ 저상버스 도입(국비 40%) 15,242,400,000원

1,221,20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421,200ㅇ 택시감차 보상지원 421,200,000원

800,000ㅇ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800,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0,000 △1,355,0001,865,000

13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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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국비50%) 130,000,000원

38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380,000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국비50%) 38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3,789,982 △122,924,601986,714,583

710 보전수입등 108,000 △23,736,35123,844,351

713 융자금원금수입 108,000 △311,700419,7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8,000 △311,700419,700

108,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08,000ㅇ 민영주차장 건설 융자금 회수수입 108,000,000원

720 내부거래 863,681,982 △99,188,250962,870,232

721 전입금 827,173,112 △114,967,104942,140,216

03 기타회계전입금 827,173,112 △114,967,104942,140,216

385,723,34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49,235,232ㅇ 일반전입금(버스재정지원 등) 249,235,232,000원

7,331,906ㅇ 일반전입금(교통개선분담금) 7,331,906,000원

129,156,202ㅇ 교통관리계정부족분전입(주차장관리계정) 129,156,202,000원

293,255,86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293,255,865ㅇ 택시·화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293,255,865,000원

117,166,3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17,166,3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법정전입금) 117,166,300,000원

31,027,607<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31,027,607ㅇ 일반회계 전입금 31,027,607,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36,508,870 15,778,85420,730,016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181,746 16,200,00018,981,746

35,181,74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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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1,746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181,746,0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1,327,124 △421,1461,748,270

369,42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369,421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교통개선분담금) 369,421,000원

957,70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957,703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57,703,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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