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교통행정과 5,311,862 4,351,555 960,307

교통환경개선 4,398,346 3,469,283 929,063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664,095 877,596 △213,501

대중교통서비스개선 139,868 218,808 △78,940

101 인건비 8,330 6,932 1,39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30 6,932 1,398

○교통유발부담금 현지조사 인부임

6,750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인부임

900

○간식비 680

45,000원*15명*10일

45,000원*2명*10일

4,000원*17명*10일

201 일반운영비 43,648 42,500 1,148

01 사무관리비 37,086 36,482 604

○일반수용비 23,870

― 기본사무용품비 2,500

― 기본청소용품비 150

― 복사용지 구입 2,880

―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 구입 등)

2,100

― 칼라복사기 카트리지 1,250

―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 440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00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등기 수수료

450

― 택시,화물 불법행영업행위 계도안내문 제작

2,000

― 택시 부착물 등 제작 8,000

― 화물 밤샘주차(20개소) 및 택시 다중이용시

설(10개소) 불법행위단속 플래카드 제작

1,500

―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

2,000

○운영수당 2,800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1,400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

1,400

○급량비 10,416

― 교통행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

9,576

― 화물 밤샘주차및 택시불법행위 단속추진 특

근매식비 840

100,000원*25명

150,000원*1회

20,000원*12박스*12월

350,000원*1대*6회

250,000원*5회

110,000원*1대*4회

2,000원*150건*2종

3,000원*150건

50원*20,000*2회

5,000원*1,600개

50,000원*30개소

50원*20,000부*2회

70,000원*10명*2회

70,000원*10명*2회

7,000원*19명*6회*12월

7,000원*5명*2회*12월

02 공공운영비 6,562 6,01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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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요금 및 제세 6,56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독촉)등기 우편료

4,632

― 영업용 차량 행정처분 통지 등기우편료

1,930

1,930원*800건*3회

1,930원*1,000건

202 여비 44,690 41,976 2,714

01 국내여비 44,690 41,976 2,714

○교통행정 업무추진 관내여비

36,480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우수 지자체 자료

수집 3,284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양도양수 경력 확인

2,18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외 차고지 현장조사

1,095

○UTIS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경찰청 등)

1,642

20,000원*19명*8회*12월

273,600원*3명*4회

273,600원*2명*4회

273,600원*2명*2회

273,600원*2명*3회

301 일반보상금 43,200 87,400 △44,200

11 기타보상금 43,200 87,400 △44,200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43,200120원*1,200대*25일*12월

주정차단속 449,903 611,532 △161,629

101 인건비 73,002 97,313 △24,31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002 97,313 △24,311

○불법주정차단속원 27,642

― 인건비 12,877

― 주휴수당 2,668

― 간식비 1,004

― 교통보조비 600

― 휴일근무수당 3,694

― 시간외근무수당 2,886

― 연차수당 513

― 명절휴가비 400

― 퇴직금 3,000

○실버교통봉사대 45,360

― 인부임 36,000

― 간식비 4,680

― 교통비 4,680

51,300원*1명*251일

51,300원*1명*52일

4,000원*1명*251일

50,000원*1명*12월

51,300원*1명*4일*12월*150%

9,618원*25시간*1명*12월

51,300원*1명*10일

200,000원*1명*2회

3,000,000원*1명

200,000원*6월*30명

2,000원*78일*30명

2,000원*78일*30명

201 일반운영비 258,538 271,135 △12,597

01 사무관리비 46,160 58,315 △12,155

○일반수용비 32,240

―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예고장 제작

2,40050원*4,000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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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표지

3,840

― 교통안내 신호지시봉(건전지 포함) 구입

420

― 주정차금지 나바콘 및 오뚜기 구입

1,800

― 단속용카메라 충전용 배터리 구입

500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 회선 사용료

7,200

― 주정차단속 고지서 출력 복사기 임차료

1,32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8,4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2,40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48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정수기 사용료

48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운영물품(화장지,비누

,쓰레기봉투) 구입 1,200

― 불법주정차단속 번호판 영치시스템 송수신

료 1,800

○피복비 7,200

―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동복)

7,200

○급량비 6,720

― 불법주정차단속원 조석근무 급량비(2식)

6,720

80원*4,000매*12월

14,000원*30개*1회

6,000원*300개

25,000원*20세트

40,000원*15회선*12월

110,000원*1대*12월

700,000원*12월

200,000원*12월

40,000원*1회선*12월

20,000원*2대*12월

100,000원*12월

150,000원*1대*12월

300,000원*24명*1회

7,000원*4명*20일*12월

02 공공운영비 212,378 212,820 △442

○공공요금 및 제세 128,440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등기우

편료 106,2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일반우편료

9,720

― 차량 종합보험료 3,500

ㆍ중형화물특수 1,000

ㆍ승합 1,000

ㆍ승용 1,500

― 환경개선부담금 800

― 자동차검사료 420

― 주정차단속 CCTV 전기요금

5,400

― 교통지도사무실 전기요금 2,400

○시설장비유지비 44,800

― 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비 1,000

1,770원*5,000건*12월

270원*3,000매*12월

500,000원*2대

500,000원*2대

500,000원*3대

80,000원*5대*2회

30,000원*7대*2회

50,000원*9개소*12개월

200,000원*12월

50,000원*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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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정차 단속차량 타이어교체 및 차량수리비

5,600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비

7,920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

보수비 5,280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99개소)

25,000

○유류비 39,138

― 승합및렉카(경유) 22,308

― 승용(휘발유) 16,830

800,000원*7대

3,960,000원*2대

440,000원*12월

250,000,000원*10%

1,690원*4대*11ℓ *300일

1,870원*3대*10ℓ *300일

202 여비 16,863 21,584 △4,721

01 국내여비 16,863 21,584 △4,721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견학 2,46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내여비

14,400

273,600원*3명*3회

200,000원*6명*12월

301 일반보상금 1,500 1,500 0

11 기타보상금 1,500 1,500 0

○피견인차량 보상금 1,500150,000원*10대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220,000 △120,000

01 시설비 100,000 220,000 △120,000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추가 구축

70,000

○불법주정차단속차량 이동형 카메라 추가 구축

30,000

35,000,000원*2개소

30,000,000원*1식

교통질서확립 9,324 47,256 △37,932

201 일반운영비 9,324 47,256 △37,932

01 사무관리비 9,324 47,256 △37,932

○일반수용비 7,980

― 교통질서확립 현수막 제작(소)

3,600

― 각종 축제 교통통제 안내 홍보물 제작 4,380

ㆍ현수막(소) 3,000

ㆍ현수막(대) 720

ㆍ입간판(소) 660

○급량비 1,344

― 특별수송대책(설,추석) 근무자 급량비

1,344

60,000원*10매*6회

60,000원*25매*2회

120,000원*3매*2회

110,000원*3개*2회

7,000원*24명*8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65,000 0 65,000

207 연구개발비 65,000 0 65,000

01 연구용역비 65,000 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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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20,000

○201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45,000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교통안전시설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390,501 462,099 △71,598

교통신호등 관리 180,223 177,823 2,400

201 일반운영비 180,223 177,823 2,400

01 사무관리비 22,000 22,000 0

○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2,00080,000원*275개소

02 공공운영비 158,223 155,823 2,400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86,703

○교통신호 전용회선 이용료

13,920

○CCTV 통신회선요금 48,000

○영상제어 전용회선 이용료

9,600

22.30원*360,000kw*12월*90%

40,000원*29개소*12월

40,000원*100개소*12월

400,000원*2개소*12월

승강장 관리 132,000 196,140 △64,14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2,000 181,940 △49,940

01 시설비 132,000 181,940 △49,940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10,000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

50,000

○시내버스 유개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

16,000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20,000

○시내버스 노선도 정비(노선개편)

36,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5개소

4,000,000원*4개소

400,000원*50개소

120,000원*300개소

주차장 관리 78,278 88,136 △9,858

201 일반운영비 78,278 88,136 △9,858

01 사무관리비 36,068 36,836 △768

○일반수용비 14,108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표 인쇄(호남,중앙,

버스) 1,100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표 인쇄(원형1,2)및

주차장 시정 홍보 4,400

― 공영(유료)주차장 잉크 토너 교체

400

― 공영 임시주차장 운영물품 구입(쓰레기봉투

, 청소도구 등) 5,760

― 공영(유료)주차장 정수기 임대료

1,440

5,500원*200권

20원*110,000매*2개소

100,000원*2개소*2회

80,000원*6개소*12월

20,000원*6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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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차장 홍보용 플래카드 구입

1,008

○ 급량비 2,800

― 각종 행사 축제 등 주차장 관리 근무자 급

량비 2,800

○임차료 17,360

― 호남주차장 임차료 17,360

○피복비 1,800

― 주차장 관리요원 근무복 1,800

60,000원*42개소*40%

7,000원*10명*2식*20일

17,360,000원*1식

180,000원*10명

02 공공운영비 42,210 51,300 △9,090

○공공요금 및 제세 33,960

― 주차장 전기사용료 22,800

― 주차장 상하수도료 2,880

― 공영(유료)주차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

2,880

― 공영(유료)주차장 방범용CCTV회선 사용료

5,400

○시설장비유지비 8,250

― 주차장 가로등 수리 7,500

― 주차장 CCTV 수리 750

100,000원*19개소*12월

40,000원*6개소*12월

40,000원*6개소*12월

90,000원*5개소*12월

250,000원*100등*30%

300,000원*5개소*50%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3,343,750 2,129,588 1,214,16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0,000 2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200,000 △100,000

01 시설비 100,000 198,560 △98,560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100,000100,000,000원*1식

어린이보호 CCTV 설치 300,000 349,500 △49,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49,500 △49,500

01 시설비 300,000 349,500 △49,500

○어린이보호 CCTV설치 280,000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

20,000

2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신호등 교체 및 신설 393,000 446,000 △5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3,000 446,000 △53,000

01 시설비 393,000 446,000 △53,000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교통안전심의 가결

분) 40,000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40,000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교체

120,000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00

40,000,000원*1개소

10,000,000원*4개소

30,000,000원*4개소

1,000,000원*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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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

60,000

○횡단보도 조명등(투광등) 설치

30,000

○신호 연동화 체계 구축 83,000

60,000,000원*1식

6,000,000원*5개소

1,000,000원*83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06,000 390,000 1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6,000 390,000 16,000

01 시설비 406,000 390,000 16,000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86,000

― 신설 30,000

― 보수 56,000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60,000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60,000

○차선도색 200,000

300,000원*100개소

200,000원*280개소

20,000,000원*3회

2,000,000원*30개소

20,000원*10,000㎡

주차장 조성 632,000 485,000 14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32,000 485,000 147,000

01 시설비 632,000 485,000 147,000

○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조성

300,000

○화물주차장 사전영향성평가관련 용역

45,000

○하당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200,000

○북항차관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실

시설계용역 22,000

○주차장 개방기관, 주차장시설 보수 등 편익사

업 25,000

○공영(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10,000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30,000

30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원*10개소

1,000,000원*10개소

10,000,000원*3개소

예비비 26,573 109,643 △83,070

801 예비비 26,573 109,643 △83,070

01 일반예비비 26,573 109,643 △83,070

○예비비 26,57326,573,000원*1식

목포~무안간 BIS구축사업 1,486,177 149,445 1,336,732

201 일반운영비 102,177 89,445 12,732

02 공공운영비 102,177 89,445 12,732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102,177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BIT)인터넷 이

용료 26,92828,050원*80회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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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AP인터넷 이용

료 297

― 광역버스정보시스템(목포~무안센터)전용회

선 이용료 2,640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OBE 기지국간 전용회선

이용료 11,616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차내장치(OBE)무선데이

터 이용료 31,416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용회선이용

료 5,280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BIT) 전기요금

24,000

8,250원*3회선*12월

220,000원*1회선*12월

484,000원*2회선*12월

15,400원*170대*12월

440,000원*1회선*12월

25,000원*80개소*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384,000 60,000 1,324,000

01 시설비 1,384,000 60,000 1,324,000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0,000

○광역BIS 설치 1,334,000

50,000,000원*1식

1,334,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913,516 882,272 31,244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913,516 882,272 31,244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913,516 882,272 31,244

101 인건비 913,516 882,272 31,244

01 보수 53,208 58,789 △5,581

○수당 53,208

―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18,753

― 교통대책 특별근무 휴일근무수당(공휴일,명

절등) 34,455

8,930원*7명*25시간*12월

71,781원*10명*48일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60,308 823,483 36,825

○불법주정차 단속원 536,537

― 기본급 221,952

― 가계보조비 16,320

― 교통비 10,200

― 급식비 16,320

― 조정수당 14,280

― 자녀학비수당 1,000

― 상여금 73,984

― 휴일근무수당

81,078

― 시간외근무수당

63,342

― 연차수당 11,261

― 명절휴가비 6,800

― 퇴직금 20,000

○주차장관리 인부임 323,771

1,088,000원*17명*12월

80,000원*17명*12월

50,000원*17명*12월

80,000원*17명*12월

70,000원*17명*12월

250,000원*1명*4회

1,088,000원*17명*4회

66,240원*17명*4일*12월*150%

8,280원*17명*25시간*12월*150%

66,240원*17명*10일

200,000원*17명*2회

20,000,000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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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단위: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급 114,960

― 가계보조비 9,600

― 교통비 6,000

― 급식비 9,600

― 조정수당 6,000

― 자녀학비수당 1,000

― 상여금 38,320

― 휴일근무수당

52,920

― 시간외근무수당

55,491

― 연차수당 5,880

― 명절휴가비 4,000

― 퇴직금 20,000

958,000원*10명*12월

80,000원*10명*12월

50,000원*10명*12월

80,000원*10명*12월

50,000원*10명*12월

250,000원*1명*4회

958,000원*10명*4회

58,800원*10명*5일*12월*150%

7,340원*10명*42시간*12월*150%

58,800원*10명*10일

200,000원*10명*2회

20,000,000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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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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자동차등록사무소 451,748 473,945 △22,197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270,347 288,459 △18,112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270,347 288,459 △18,112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 정비 75,320 130,000 △54,68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320 130,000 △54,680

01 시설비 75,320 130,000 △54,680

○옥상방수공사 39,130

○외벽누수방지공사 21,190

○2층 단열창호공사 15,000

39,130,000원*1식

21,190,000원*1식

15,000,000원*1식

자동차 관리 45,173 25,715 19,458

201 일반운영비 17,280 11,328 5,952

01 사무관리비 4,920 2,820 2,100

○일반수용비 2,820

―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 1,320

― 특사경 관련 출석요구서 등 각종 문서 제작

600

― 외국인 통역비(무보험,무단방치 사건처리)

900

○급량비 2,100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

근매식비 2,100

110,000원*6개*2회

60,000원*10종

30,000원*30회

7,000원*5명*5일*12월

02 공공운영비 12,360 8,508 3,852

○공공요금 및 제세 12,360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등 등기 우편료

9,720

― 무보험자동차 송치시스템 유지보수비

2,640

2,700원*300매*12월

220,000원*12월

202 여비 8,693 6,687 2,006

01 국내여비 8,693 6,687 2,006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 관외여비

2,189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피의자 신병인계 관외

여비 4,104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여비

2,400

273,600원*2명*4회

273,600원*3명*5회

20,000원*5명*2일*12월

207 연구개발비 16,500 0 16,500

02 전산개발비 16,500 0 16,500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고육식별정보

암호화프로그램 구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

보암호화) 16,50016,5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2,700 2,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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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1 기타보상금 2,700 2,700 0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지급 2,70030,000원*90대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149,854 132,744 17,110

201 일반운영비 133,370 117,366 16,004

01 사무관리비 46,035 28,951 17,084

○정기검사 명령서 제작 432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제작 588

○검사지연 과태료 감경 고지서 제작

25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 고지서 제작

672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 4,200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

입 4,266

○고지서 인라인 출력/봉합기 소모품 구입

948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단속 안내문 제작

237

○영치차량장비 수선료 등 1,920

○체납안내문 제작 2,300

○과태료 체납처분 홍보자막 방송비

3,000

○급량비 3,780

― 고질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특근 매

식비 3,780

○과태료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통보 우송료

1,320

○신용카드 매출전표 용지 구입

120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이용료

22,000

60원*600매*12월

70원*700매*12월

70원*300매*12월

70원*800매*12월

70원*5,000매*12월

237,000원*3대*6회

237,000원*1대*4회

3,950원*5개*12월

160,000원*1대*12월

230원*10,000매

3,000,000원*1회

7,000원*5명*9일*12월

2,200원*300건*2회

10,000원*1대*12월

22,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87,335 88,415 △1,080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77,760

― 등기우편료 58,320

― 일반우편료 19,440

○차량종합보험(승합) 500

○환경개선부담금 160

○자동차검사료 50

○소형승합 유류비 4,100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

○영치차량 수선 등 1,100

○자동차세 65

2,700원*1,800매*12월

270원*6,000매*12월

500,000원*1대

80,000원*1대*2회

50,000원*1회

4,100,000원*1대

300,000원*12월

1,100,000원*1식

65,000원*1대

202 여비 6,484 6,378 106

01 국내여비 6,484 6,37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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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자동차 과태료 고질 체납액 징수 및 정리 관

외 출장여비 3,284

○자동차 폐차차량 일제조사(관외)

3,200

273,600원*3명*4회

160,000원*5명*4회

303 포상금 10,000 9,000 1,000

01 포상금 10,000 9,000 1,000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14년 500백만

원) 5,000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5,000

500,000,000원*1%

5,000원*1,000대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181,401 185,486 △4,085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65,378 76,626 △11,248

인력운영비 65,378 76,626 △11,248

101 인건비 65,378 76,626 △11,248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802 76,626 △29,824

○자동차등록 제증명 업무 보조 23,401

― 기본급 11,496

― 상여금 3,832

― 연차수당 466

― 명절휴가비 400

― 가계보조비 960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600

― 시간외수당 1,572

― 휴일수당 2,515

○ 특사경 업무보조 23,401

― 기본급 11,496

― 상여금 3,832

― 연차수당 466

― 명절휴가비 400

― 가계보조비 960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600

― 시간외수당 1,572

― 휴일수당 2,515

958,000원*1명*12월

958,000원*1명*4월

46,560원*1명*10일

200,000원*1명*2회

8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회

8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회

5,820원*1.5*15시간*12월

46,560원*1.5*3일*12월

958,000원*1명*12월

958,000원*1명*4월

46,560원*1명*10일

200,000원*1명*2회

8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회

8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회

5,820원*1.5*15시간*12월

46,560원*1.5*3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576 0 18,576

○과태료 업무보조 18,576

― 기본급 11,340

― 시간외근무수당 2,532

― 연차유급수당 360

45,000원*1명*252일

8,437원*25시간*12월

45,000원*1명*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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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휴수당 2,340

― 급식비 1,004

― 교통보조비 600

― 명절휴가비 400

45,000원*1명*52일

2,000원*2회*1명*251일

50,000원*1명*12월

200,000원*2회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116,023 108,860 7,163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116,023 108,860 7,163

201 일반운영비 74,821 72,361 2,460

01 사무관리비 52,340 51,440 900

○일반수용비 46,292

― 직원 기본 사무용품 1,800

― 복사기유지관리(토너및드럼 구입 등)

5,760

― 복사용지구입 2,880

―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

7,200

― 인증기 소모품 구입(필름,롤지,잉크)

1,820

― 자동차등록증 용지 제작 등(22종)

1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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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량비 6,048

―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6,048

100,000원*18명

480,000원*3대*4회

20,000원*12박스*12월

400,000원*18회

910,000원*2식

60,000원*16연*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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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18명*4회*12월

02 공공운영비 22,481 20,921 1,560

○ 공공요금 및 제세 13,724

― 환경개선부담금 100

― 전화사용료 960

― 전기사용료 9,000

― 상하수도 사용료 2,400

50,000원*2회

80,000원*1대*12월

750,000원*12월

2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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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상담 재정보험료

700

― 민원인 전용 인터넷 회선료 360

― TV수신료 204

○시설장비유지비 8,757

― 건물유지비 5,257

― CCTV 유지보수비 3,500

700,000원*1회

30,000원*12월

17,000원*1대*12월

751㎡*7,000원

500,000원*7대

202 여비 36,202 36,149 53

01 국내여비 36,202 36,149 53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관내여비

34,560

○선진지 견학 국내출장여비

1,642

20,000원*18명*8회*12월

273,600원*3명*2회

307 민간이전 5,000 0 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0 5,000

○건설기계 종사자 교육훈련 및 회원봉사활동

지원 5,0005,00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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