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14건 94,623,593,000 5,260,048,000 5,260,048,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수요 분
산대책

201-01
사무관리비 92,000,000 90,196,000

2017-10-11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대상 물
량이 증감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사업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교부를 요청함. 그린파킹 사업
은 매년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Green Parking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100,000,000 90,196,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000 90,000,000

2017-10-11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대상 물
량이 증감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사업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교부를 요청함. 그린파킹 사업
은 매년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Green Parking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10,000,000 90,000,0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4,099,000,000 16,668,000

2017-05-31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68,0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
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4,082,332,000 4,193,589,000

2017-07-05
따릉이 추가설치를 위해 운영비 절감액 등을
구축비로 전환

공공자전거 운영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0,204,000,000 4,193,589,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TV 방송제작·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201,656,000 250,000,000

2017-11-16 프리랜서 임금지급 등 을 위한 예산 전용

TV 방송제작·운영
301-11
기타보상금 2,948,000,000 250,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FM 방송제작·운영
301-11
기타보상금 4,064,925,000 40,000,000

2017-12-08 연합뉴스수수료 및 여론조사 지급비 확보

보도방송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518,306,000 40,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eFM 방송제작·운영
301-11
기타보상금 2,476,000,000 65,000,000

2017-12-08 연합뉴스수수료 및 여론조사 지급비 확보

보도방송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558,306,000 65,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TV 방송제작·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951,656,000 60,000,000

2017-12-18 광고유치추진 협찬 대행 수수료 예산 확보

광고 유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96,300,000 60,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TV 방송제작·운영
201-02
공공운영비 660,190,000 60,000,000

2017-12-19 광고유치추진 협찬 대행 수수료 예산 확보

광고 유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56,300,000 60,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63,629,000 345,000,000

2017-12-01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9,018,766,000 345,0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32,400,000 4,000,000

2017-12-2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확
보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7,760,000 4,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434,795,000 10,900,000

2017-12-01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9,001,266,000 10,9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71,035,000 6,600,000

2017-12-01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9,012,166,000 6,6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1,597,681,000 28,095,000

2017-12-01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095,124,000 28,0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