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640,344 552,857 87,487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325,849 292,410 33,439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325,849 292,410 33,439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 정비 86,200 92,065 △5,865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82,465 2,535

01 시설비 85,000 82,465 2,535

○장애인기준 1층 남,녀화장실 설치

50,000

○번호판 폐기창고 증축 30,000

○청사외부 방역 및 환경정비 작업

5,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200 9,600 △8,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 9,600 △8,400

○민원서류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1,200600,000원*2대

자동차 관리 35,885 28,285 7,600

201 일반운영비 25,636 18,336 7,300

01 사무관리비 11,260 4,920 6,340

○일반수용비 9,820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합동 워크숍

5,000

―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 1,320

― 자동차 무단방치 금지 계도용 플래카드 제

작 1,200

― 무단방치차량 견인 예정 안내 스티커 제작

800

― 특사경 관련 출석요구서 등 각종 문서 제작

600

― 외국인 통역비(무보험,무단방치 사건처리)

900

○급량비 1,440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

근매식비 1,440

5,000,000원*1회

110,000원*6개*2회

60,000원*20개소

800원*1,000매

60,000원*10종

30,000원*30회

8,000원*5명*3일*12월

02 공공운영비 14,376 13,416 960

○공공요금 및 제세 14,376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등 등기 우편료

9,720

―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96

― 무단방치 공용휴대폰 사용료

960

2,700원*300매*12월

308,000원*12월

80,000원*1대*12월

202 여비 7,249 7,2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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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7,249 7,249 0

○차량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 관외

여비 1,687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피의자 신병인계 관외

여비 3,162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여비

2,400

210,800원*2명*4회

210,800원*3명*5회

20,000원*5명*2일*12월

301 일반보상금 2,700 2,700 0

11 기타보상금 2,700 2,700 0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지급 2,70030,000원*90대

405 자산취득비 300 0 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0 300

○무단방치 공용휴대폰 구입 300300,000원*1대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3,764 172,060 31,704

201 일반운영비 159,434 156,330 3,104

01 사무관리비 44,459 43,035 1,424

○정기검사 사전 및 기간경과 안내문 제작

1,920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제작 588

○검사지연 과태료 감경 고지서 제작

25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 고지서 제작

672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 3,360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

입 4,266

○고지서 인라인 출력/봉합기 소모품 구입

948

○영치차량장비 수선료 등 1,920

○창봉투 제작 2,000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단속 안내문 제작

269

○체납안내문 제작 2,300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기간 플래카드 제작

1,320

○급량비 4,320

― 고질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특근 매

식비 4,320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2,000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이용료

15,000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 수수료

1,800

80원*2,000매*12월

70원*700매*12월

70원*300매*12월

70원*800매*12월

70원*4,000매*12월

237,000원*3대*6회

237,000원*1대*4회

160,000원*1대*12월

50원*40,000개

70원*320매*12월

230원*10,000매

110,000원*6개*2회

8,000원*5명*9일*12월

100원*20,000매

15,000,000원*1식

3,000원*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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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 플래카드 제작

660

○영치차량 세차비 864

110,000원*6개*1회

18,000원*4회*12월

02 공공운영비 114,975 113,295 1,680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103,680

― 등기우편료 81,000

― 일반우편료 22,680

○차량종합보험(승합) 1,000

○자동차검사료 50

○소형승합 유류비 5,000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

○영치차량 수선 등 1,100

○자동차세 65

○공용휴대폰 통신요금 480

2,700원*2,500매*12월

270원*7,000매*12월

1,000,000원*1대

25,000원*2회

5,000,000원*1대

300,000원*12월

1,100,000원*1식

65,000원*1대

40,000원*12월

202 여비 7,330 5,730 1,600

01 국내여비 7,330 5,730 1,600

○자동차 과태료 고질 체납액 징수 및 정리 관

외 출장여비 2,530

○자동차 폐차차량 일제조사 관외출장 여비

4,800

210,800원*3명*4회

160,000원*5명*6회

303 포상금 10,000 10,000 0

01 포상금 10,000 10,000 0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0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5,000

500,000,000원*1%

5,000원*1,000대

405 자산취득비 27,000 0 2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0 27,000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

27,00027,000,000*1식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314,495 260,447 54,048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177,319 138,929 38,390

인력운영비 177,319 138,929 38,390

101 인건비 177,319 138,929 38,39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5,502 95,954 59,548

○자동차등록 제증명 업무 보조 34,742

― 기본급 18,490

― 근속수당 925

― 상여금 6,164

― 연차수당 748

― 명절휴가비 1,541

― 직무수당 1,200

1,540,830원*1명*12월

1,540,830원*1명*5%*12월

1,540,830원*1명*4월

93,440원*1명*8일

1,540,830원*1명*50%*2회

100,000원*1명*12월

- 3 -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960

― 시긴외 수당 3,154

○ 과태료 업무보조 91,742

― 기본급 48,600

― 상여금 16,200

― 근속수당 810

― 연차수당 2,093

― 명절휴가비 4,050

― 직무수당 3,600

― 교통비 1,800

― 급식비 2,880

― 조정수당 2,880

― 시간외수당 8,829

○특사경 업무보조 29,018

― 기본급 17,110

― 상여금 5,704

― 연차수당 677

― 명절휴가비 1,426

― 직무수당 1,200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960

― 시간외수당 381

50,000원*1명*12회

80,000원*1명*12월

80,000원*1명*12월

17,520원*15시간*12월

1,350,000원*3명*12월

1,350,000원*3명*4월

1,350,000원*1명*5%*12월

87,200원*3명*8일

1,350,000원*3명*50%*2회

100,000원*3명*12월

50,000원*3명*12회

80,000원*3명*12월

80,000원*3명*12회

10,900원*1.5*15시간*3명*12월

1,425,830원*1명*12월

1,425,830원*1명*4월

84,560원*1명*8일

1,425,830원*1명*50%*2회

10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월

80,000원*1명*12월

80,000원*1명*12월

10,570원*1.5*2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17 42,975 △21,158

○청사관리 인부 21,817

― 기본급 16,036

― 주휴수당 2,916

― 간식비 1,056

― 월차수당 729

― 생활임금 보전수당 1,080

60,740원*1명*22일*12월

60,740원*1명*4일*12월

4,000원*1명*22일*12월

60,740원*1명*12월

90,000원*1명*12월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137,176 121,518 15,658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137,176 121,518 15,658

201 일반운영비 87,289 85,271 2,018

01 사무관리비 57,104 56,140 964

○일반수용비 48,692

― 직원 기본 사무용품 1,700

― 복사기유지관리(토너및드럼 구입 등)

5,760

― 복사용지구입 2,880

100,000원*17명

480,000원*3대*4회

20,000원*12박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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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

8,000

― 인증기 소모품 구입(필름,롤지,잉크)

1,820

― 자동차등록증 용지 제작 등(22종)

11,520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련 업무편람 제

작 1,000

― 자동차등록민원실내 천정안내판 교체

700

― 저공해 자동차 부착 스티커 제작

6,000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I-D필름 구입

350

― 순번대기표 용지 구입 950

― 임시번호판 제작 및 구입(수출차량증가)

1,200

― 냉온수기 관리비 672

― 자동차등록사무소 관리용품 구입(종량제 봉

투 등 7종) 1,800

― 무인경비 수수료 1,560

― 비데 관리비(민원인용 화장실)

300

― 번호대기표 기계 및 차량등록번호 선택시스

템 설치장비 유지보수비 1,000

― 수입인지증지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480

○민원전용 복사기 및 팩스 임대료

1,200

○자동차 업무관련 도서구입 300

○급량비 6,912

―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6,912

400,000원*20회

910,000원*2식

60,000원*16연*12월

10,000원*100부

100,000원*7개

1,000원*6종*1,000매

350,000원*1회

95,000원*10박스

1,500원*800매

56,000원*12월

150,000원*12월

130,000원*12월

25,000원*4대*3회

200,000원*5회

369,998,000원*20%*2.0%

100,000원*12개월

30,000원*10권

8,000원*18명*4회*12월

02 공공운영비 30,185 29,131 1,054

○ 공공요금 및 제세 18,978

― 환경개선부담금 100

― 전화사용료 960

―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898

― 전기사용료 12,000

― 상하수도 사용료 3,600

―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상담 재정보험료

700

― 민원인 전용 인터넷 회선료 360

― 유선방송 사용료 360

○시설장비유지비 11,207

― 건물유지 및 주차장 7,707

50,000원*2회

80,000원*1대*12월

37,400원*2회선*12월

1,000,000원*12월

300,000원*12월

700,000원*1회

30,000원*12월

30,000원*1대*12월

1,10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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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CCTV 유지보수비 3,500500,000원*7대

202 여비 44,887 36,247 8,640

01 국내여비 44,887 36,247 8,640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관내여비

43,200

○선진지 견학 관외출장여비

1,687

20,000원*18명*10회*12월

210,800원*4명*2회

301 일반보상금 5,000 0 5,000

11 기타보상금 5,000 0 5,000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5,00020,000원*250일*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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