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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36,713,000 △51,657,0001,188,370,000

200 세외수입 229,536,904 △50,936,238280,473,142

210 경상적세외수입 67,523,032 △2,076,57669,599,608

211 재산임대수입 6,905,725 6,884,72521,000

02 공유재산임대료 6,905,725 6,884,72521,000

6,895,72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6,895,725ㅇ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6,895,725,000원

1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10,000ㅇ 청사시설 임대료 10,000,000원

214 사업수입 60,112,307 △8,880,30168,992,608

02 주차요금수입 34,353,035 2,004,23032,348,805

34,353,03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34,353,035ㅇ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34,353,035,000원

03 통행료수입 15,170,479 △402,30815,572,787

15,170,47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5,170,479ㅇ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 15,170,479,000원

09 기타사업수입 10,588,793 △10,482,22321,071,016

2,481,72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2,481,720ㅇ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 2,481,720,000원

1,726,073<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1,726,073ㅇ 공공자전거 운영수입 1,726,073,000원

6,381,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6,381,000ㅇ 협찬 및 광고 방송금 6,381,000,000원

216 이자수입 505,000 △81,000586,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5,000 △81,000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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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505,000ㅇ 교통관리계정 이자수입 505,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62,013,872 △48,859,662210,873,534

222 부담금 141,624,000 △48,138,575189,762,575

02 일반부담금 141,624,000 △48,138,575189,762,575

141,624,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08,628,000ㅇ 교통유발부담금(교통관리계정) 108,62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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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00원

1,300,000ㅇ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00,000,000원

15,380,000ㅇ 5호선 연장(하남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380,000,000원

7,000,000ㅇ 5호선 연장(별내선-교통개선분담금계정) 7,000,000,000원

4,201,000ㅇ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교통개선분담금계정) 4,201,000,000원

115,000ㅇ 장지동길 TSM(교통개선분담금계정) 115,000,000원

2,000,000ㅇ 사천교확장 2,000,000,000원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275,672 23,0993,252,573

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659,672 △120,901780,573

659,67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659,672ㅇ 운수과징금(현년도) 659,672,000원

03 과태료 2,616,000 144,0002,472,000

2,616,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616,000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616,000,000원

224 기타수입 12,121,673 △557,07212,678,745

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360,400 △542,0255,902,425

5,360,4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5,360,400ㅇ 자치구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반환금 5,360,400,000원

06 그외수입 6,761,273 △15,0476,7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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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27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6,753,273ㅇ 교통관리계정 그외수입 6,753,273,000원

8,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8,000ㅇ 주차장 이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 8,000,000원

225 지난연도수입 4,992,527 △187,1145,179,641

01 지난연도수입 4,992,527 △187,1145,179,641

2,109,98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109,983ㅇ 교통유발부담금 2,109,983,000원

482,54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482,544ㅇ 운수과징금(지난연도) 482,544,000원

1,6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1,600,000ㅇ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600,000,000원

8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800,000ㅇ 지난연도 기타사업수입 미수납액 800,000,000원

500 보조금 20,134,000 2,812,10017,321,900

510 국고보조금등 20,134,000 2,812,10017,321,900

511 국고보조금등 20,134,000 2,812,10017,321,900

01 국고보조금 18,149,000 4,792,10013,356,900

7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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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0,0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17,480,000ㅇ 저상버스 도입(국비 40%) 17,480,000,000원

598,00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390,000ㅇ 택시감차 보상지원 390,000,000원

208,000ㅇ 장애인콜택시 신규증차 16,000,000원*13대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85,000 △1,980,0003,965,000

1,485,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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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00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국비50%) 48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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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500,000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국비50%) 50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7,042,096 △3,532,862890,574,958

710 보전수입등 82,958,911 53,648,11129,310,800

711 잉여금 82,539,211 54,317,21128,222,000

01 순세계잉여금 82,539,211 54,317,21128,222,000

61,981,76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4,834,762ㅇ 교통관리계정 24,834,762,000원

37,147,000ㅇ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7,147,000,000원

20,557,44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20,557,449ㅇ 주차장관리계정 20,557,449,000원

713 융자금원금수입 419,700 △669,1001,088,800

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19,700 △669,1001,088,800

419,7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419,700ㅇ 민영주차장 건설 융자금 회수수입 419,700,000원

720 내부거래 804,083,185 △57,180,973861,264,158

721 전입금 783,353,169 △57,311,300840,664,469

03 기타회계전입금 783,353,169 △57,311,300840,664,469

309,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01,000,000ㅇ 일반전입금(버스재정지원 등) 201,000,000,000원

108,000,000ㅇ 교통관리계정부족분전입(주차장관리계정) 108,000,000,000원

324,335,76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324,335,769ㅇ 택시·화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24,335,769,000원

( 단위 : 천원 )

2015 201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09,317,4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09,317,400ㅇ 재산세과세특례분(법정전입금) 109,317,400,000원

40,700,000<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40,700,000ㅇ 일반회계 전입금 40,700,0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20,730,016 130,32720,599,689

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981,746 018,981,746

18,981,74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8,981,746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8,981,746,000원

04 예탁금이자수입 1,748,270 130,3271,617,943

54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540,000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교통개선분담금) 540,000,000원

1,208,27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1,208,270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08,27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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