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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446,024,437 △219,810,7831,665,835,220

200 세외수입 382,018,263 95,715,278286,302,985

210 경상적세외수입 99,520,818 5,238,80394,282,015

211 재산임대수입 6,996,003 238,2756,757,728

02 공유재산임대료 6,996,003 238,2756,757,728

6,996,00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6,996,003ㅇ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6,996,003,000원

212 사용료수입 24,169,035 3,001,85721,167,178

08 기타사용료 24,169,035 3,001,85721,167,178

24,169,03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24,169,035ㅇ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24,169,035,000원

213 수수료수입 19,015 △98520,000

04 기타수수료 19,015 △98520,000

19,01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19,015ㅇ 자동차 소유권정보 제공 수수료 19,015,000원

214 사업수입 67,201,295 1,687,67765,513,618

02 주차요금수입 35,141,803 21,97735,119,826

35,141,80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35,141,803ㅇ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35,141,803,000원

03 통행료수입 14,826,132 △605,26015,431,392

14,826,13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4,826,132ㅇ 혼잡 통행료 14,826,132,000원

09 기타사업수입 17,233,360 2,270,96014,962,400

2,605,36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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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360ㅇ 장애인 콜택시 운영 2,605,360,000원

7,128,00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7,128,000ㅇ 공공자전거 운영 7,128,000,000원

7,5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7,500,000ㅇ 협찬 및 광고 방송금 수입 등 7,500,000,000원

216 이자수입 1,135,470 311,979823,491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35,470 311,979823,491

1,135,47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135,470ㅇ 공공예금(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 1,135,47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82,497,445 90,476,475192,020,970

221 재산매각수입 79,396,944 64,144,38415,252,560

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9,396,944 64,144,38415,252,560

79,396,944<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78,407,670ㅇ 시유재산(주차장관리계정) 매각수입 78,407,670,000원

989,274ㅇ 시유재산(차고지) 매각 수입(교통관리계정) 989,274,000원

222 부담금 184,450,791 26,103,997158,346,794

02 일반부담금 184,450,791 26,103,997158,346,794

172,050,79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28,542,935ㅇ 교통 유발 부담금 128,542,935,000원

20,000,000
ㅇ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0원

1,899,856ㅇ 장지동길 교통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99,856,000원

16,019,000ㅇ 5호선 연장(하남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16,019,000,000원

5,589,000ㅇ 8호선 연장(별내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5,589,000,000원

12,4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

12,400,000ㅇ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삼성동탄, 교통개선분담금) 12,4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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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징금및과태료등 6,735,904 △380,3447,116,248

01 과징금 1,016,738 39,371977,367

1,016,738<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1,016,738ㅇ 운수 과징금 1,016,738,000원

05 과태료 5,719,166 △419,7156,138,881

12,59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2,590ㅇ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12,590,000원

5,706,576<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5,706,576ㅇ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706,576,000원

224 기타수입 6,199,034 △250,0846,449,118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773,034 △642,0843,415,118

2,766,02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2,766,021ㅇ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66,021,000원

7,013<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7,013ㅇ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13,070원

06 그외수입 3,426,000 392,0003,034,000

3,426,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3,426,000ㅇ 교통관리계정 기타수입 3,426,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5,714,772 858,5224,856,250

01 지난연도수입 5,714,772 858,5224,856,250

3,182,33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3,182,335ㅇ 교통 유발 부담금(지난연도) 3,182,335,000원

353,01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353,017ㅇ 운수 과징금(지난연도) 353,017,000원

1,379,42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1,379,420ㅇ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지난연도) 1,379,420,000원

8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800,000ㅇ 지난연도 기타사업수입 미수납액 8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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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보조금 30,673,590 3,219,25827,454,332

510 국고보조금등 30,673,590 3,219,25827,454,332

511 국고보조금등 30,673,590 3,219,25827,454,332

01 국고보조금 23,686,590 1,235,25822,451,332

15,642,6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15,395,100ㅇ 저상버스 도입 15,395,100,000원

100,000ㅇ 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100,000,000원

147,500ㅇ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147,500,000원

843,99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820,000ㅇ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820,000,000원

23,990ㅇ 제4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수립 연구 23,990,000원

7,2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7,200,000ㅇ 서울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7,200,0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87,000 1,984,0005,003,000

800,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500,000ㅇ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00,000,000원

300,000ㅇ 강서구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300,000,000원

3,08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2,130,000ㅇ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130,000,000원

150,000ㅇ 노인 보호구역 정비 150,000,000원

800,000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800,000,000원

3,107,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3,107,000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107,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3,332,584 △315,482,3191,348,814,903

710 보전수입등 39,002,400 △147,782,665186,78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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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잉여금 39,002,400 △147,782,665186,785,065

01 순세계잉여금 39,002,400 △147,782,665186,785,065

35,900,1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8,674,400ㅇ 교통관리계정 순세계잉여금 18,674,400,000원

17,225,700ㅇ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순세계잉여금 17,225,700,000원

3,102,3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3,102,300ㅇ 주차장관리계정 순세계잉여금 3,102,300,000원

720 내부거래 994,330,184 △167,699,6541,162,029,838

721 전입금 701,574,599 △440,569,8271,142,144,426

03 기타회계전입금 701,574,599 △440,569,8271,142,144,426

192,402,72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0,000,000ㅇ 일반회계 일반전입금(버스재정지원 등) 20,000,000,000원

172,402,725ㅇ 주차장관리계정 전입금 172,402,725,000원

333,113,64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333,113,647ㅇ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유가보조금) 333,113,647,000원

140,309,1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40,309,100ㅇ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재산세도시지역분) 140,309,100,000원

35,749,127<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35,749,127ㅇ 일반회계 전입금 35,749,127,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292,755,585 272,870,17319,885,412

01 예수금수입 291,500,000 291,500,0000

291,5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91,500,000ㅇ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교통관리계정) 291,500,000,0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1,255,585 △184,4541,440,039

771,39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771,394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교통개선분담금계정) 771,394,000원

484,19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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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91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484,191,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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