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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91,900,000 △32,344,2001,224,244,200

200 세외수입 280,473,142 22,349,551258,123,591

210 경상적세외수입 69,599,608 △2,455,22472,054,832

211 재산임대수입 21,000 021,000

02 공유재산임대료 21,000 021,000

21,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21,000ㅇ 청사시설 임대료 21,000,000원

214 사업수입 68,992,608 △1,824,22470,816,832

02 주차요금수입 32,348,805 △1,652,38034,001,185

32,348,80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32,348,805ㅇ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32,348,805,000원

03 통행료수입 15,572,787 232,80315,339,984

15,572,78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5,572,787ㅇ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 15,572,787,000원

09 기타사업수입 21,071,016 △404,64721,475,663

11,900,37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1,900,376ㅇ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1,900,376,000원

2,510,64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2,510,640ㅇ 장애인콜택시 수입 2,510,640,000원

6,66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6,660,000ㅇ 협찬 및 광고 방송금 6,660,000,000원

216 이자수입 586,000 △631,0001,217,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6,000 △631,0001,217,000

586,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586,000ㅇ 교통관리계정 이자수입 58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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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임시적세외수입 210,873,534 24,804,775186,068,759

222 부담금 189,762,575 18,884,575170,878,000

02 일반부담금 189,762,575 18,884,575170,878,000

189,762,57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97,193,575ㅇ 교통유발부담금(교통관리계정) 97,193,575,000원

3,000,000
ㅇ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 확장공사(교통개선분담금계정)

3,000,000,000원

21,642,000ㅇ 남부순환로~오정대로건설(교통개선분담금계정) 21,642,000,000원

1,500,000ㅇ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00,000,000원

20,500,000ㅇ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500,000,000원

2,000,000ㅇ 복정역 환승센터(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원

700,000ㅇ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교통개선분담금계정) 700,000,000원

20,000,000ㅇ 은평새길 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0원

1,850,000ㅇ 사천교(교통개선분담금계정) 1,850,000,000원

2,000,000ㅇ 여의교 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원

6,147,000ㅇ 5호선 연장(하남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6,147,000,000원

3,400,000ㅇ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교통개선분담금계정) 3,400,000,000원

7,775,000ㅇ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건설(교통개선분담금계정) 7,775,000,000원

2,000,000ㅇ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설치(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00,000원

55,000ㅇ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교통개선분담금계정) 55,000,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252,573 △226,4273,479,000

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780,573 △162,427943,000

780,573<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780,573ㅇ 운수과징금(현년도) 780,573,000원

03 과태료 2,472,000 △64,0002,536,000

2,472,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472,000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4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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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타수입 12,678,745 6,601,4406,077,305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902,425 4,436,6751,465,750

5,902,42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5,902,425ㅇ 자치구주차장건설 사업비 등 반환금 5,902,425,000원

06 그외수입 6,776,320 2,164,7654,611,555

6,718,32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6,718,320ㅇ 교통관리계정 그외수입 6,718,320,000원

58,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58,000ㅇ 주차장 이용료 및 불용품 매각 58,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5,179,641 △454,8135,634,454

01 지난연도수입 5,179,641 △454,8135,634,454

2,143,49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143,492ㅇ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43,492,000원

858,14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858,149ㅇ 운수과징금 858,149,000원

1,79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1,798,000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798,000,000원

38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380,000ㅇ 지난연도 기타사업수입 미수납액 380,000,000원

500 보조금 20,851,900 4,754,70016,097,200

510 국고보조금등 20,851,900 4,754,70016,097,200

511 국고보조금등 20,851,900 4,754,70016,097,200

01 국고보조금 13,356,900 719,70012,637,200

7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71,000ㅇ 전국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행화(국비50%) 71,000,000원

8,680,0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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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000ㅇ 저상버스 도입(국비40%) 8,680,000,000원

4,605,90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4,605,900ㅇ 택시감차 보상지원 3,900,000원*1,181대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95,000 4,035,0003,460,000

4,495,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1,500,000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국비50%) 1,500,000,000원

1,995,000ㅇ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국비30%) 1,995,000,000원

1,000,000ㅇ 보행편의시설확충 및 정비(국비70%) 1,000,000,000원

3,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3,000,000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국비50%) 3,00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0,574,958 △57,912,451948,487,409

710 보전수입등 29,310,800 △36,640,45865,951,258

711 잉여금 28,222,000 △36,640,45864,862,458

01 순세계잉여금 28,222,000 △36,640,45864,862,458

18,803,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757,000ㅇ 교통관리계정 1,757,000,000원

17,046,000ㅇ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046,000,000원

9,419,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9,419,000ㅇ 주차장관리계정 9,419,000,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1,088,800 01,088,8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88,800 01,088,800

1,088,8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088,800ㅇ 민영주차장 건설 융자금 회수수입 1,088,800,000원

720 내부거래 861,264,158 △21,271,993882,536,151

721 전입금 840,664,469 △31,664,531872,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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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회계전입금 840,664,469 △31,664,531872,329,000

389,857,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300,936,000ㅇ 일반전입금(버스재정지원 등) 300,936,000,000원

88,921,000ㅇ 교통관리계정부족분전입(주차장관리계정) 88,921,000,000원

319,719,36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319,719,369ㅇ 택시·화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19,719,369,000원

103,966,1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03,966,100ㅇ 재산세과세특례분(법정전입금) 103,966,100,000원

27,122,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27,122,000ㅇ 일반회계 전입금 27,122,0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20,599,689 10,392,53810,207,151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981,746 10,000,0008,981,746

18,981,74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8,981,746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8,981,746,2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1,617,943 392,5381,225,405

224,20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24,206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교통개선분담금) 224,206,000원

1,393,73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393,737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93,737,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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