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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교통행정과 5,706,872 5,390,826 316,046

도 15,000

시 5,691,872

교통환경개선 4,230,992 3,971,850 259,142

도 15,000

시 4,215,992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972,397 960,966 11,431

대중교통서비스개선 72,623 72,973 △350

101 인건비 11,028 12,496 △1,46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28 12,496 △1,468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및 전산요원 인건비 10,795

― 기본급 9,472

― 주휴수당 1,053

― 간식비 270

○고용보험료 143

○산재보험료 90

70,160원*15명*9일

70,160원*15명*1일

2,000원*15명*9일

9,472,000원*1.5%

9,472,000원*0.946%

201 일반운영비 41,395 47,277 △5,882

01 사무관리비 34,254 40,136 △5,882

○일반수용비 21,662

― 기본사무용품비 2,500

― 기본청소용품비 150

― 복사용지 구입 3,864

―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 구입 등)

1,900

― 칼라복사기 토너 4,928

― 칼라복사기 드럼 3,520

―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 660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00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등기 수수료

900

―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

2,040

○운영수당 2,800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1,400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

1,400

○급량비 9,792

― 교통행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

9,792

100,000원*25명

150,000원*1회

23,000원*14박스*12월

380,000원*1대*5회

616,000원*8회

880,000원*4회

110,000원*1대*6회

2,000원*300건*2종

3,000원*300건

50원*10,200부*4회

70,000원*10명*2회

70,000원*10명*2회

8,000원*17명*6회*12월

02 공공운영비 7,141 7,141 0

○공공요금 및 제세 7,141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독촉)등기 우편료

5,211

― 영업용 차량 행정처분 통지 등기우편료

1,930

1,930원*900건*3회

1,930원*1,000건

202 여비 7,600 13,200 △5,600

01 국내여비 7,600 13,200 △5,600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우수 지자체 자료

수집 2,000

○택시 감차 설명회 참석 및 자료 수집

1,80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외 차고지 현장조사

1,000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우수지자체 자

료 수집 1,600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견학 1,200

100,000원*4명*5회

100,000원*3명*6회

100,000원*2명*5회

100,000원*2명*8회

100,000원*2명*6회

301 일반보전금 12,600 0 12,600

12 기타보상금 12,600 0 12,600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12,60070,000원*180명

주정차단속 409,990 523,357 △113,367

101 인건비 41,272 63,733 △22,46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272 63,733 △22,461

○ 실버교통봉사대 관리원 17,067

― 기본급 12,095

― 주휴수당 2,200

― 간식비 352

― 교통보조비 400

― 명절휴가비 200

― 생활임금보전수당 713

―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1,107

○실버교통봉사대 24,205

― 인부임 24,000

―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205

68,720원*1명*176일

68,720원*1명*32일

2,000원*1명*176일

50,000원*1명*8월

200,000원*1명*1회

89,120원*1명*8월

1,107,000원*1식

300,000원*8월*10명

2,560원*10명*8월

201 일반운영비 256,798 267,224 △10,426

01 사무관리비 49,370 73,880 △24,510

○일반수용비 34,100

―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예고장 제작

2,400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표지

3,840

― 교통안내 신호지시봉(건전지 포함) 구입

420

50원*4,000매*12월

80원*4,000매*12월

14,000원*30개*1회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정차금지 나바콘 및 오뚜기 구입

1,920

― 단속용카메라 충전용 배터리 구입

800

― 주정차단속 고지서 출력 복사기 임차료

1,32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8,400

― 세외수입 간편납부(ARS)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수수료 8,4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3,60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료

1,20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정수기 사용료

600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운영물품(화장지,비누

,쓰레기봉투) 구입 1,200

○피복비 3,750

―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근무복)

3,750

○급량비 11,520

― 불법주정차단속원 조석근무 급량비

11,520

6,000원*320개

50,000원*16세트

110,000원*1대*12월

700,000원*12월

700,000원*12월

300,000원*12월

100,000원*12월

25,000원*2대*12월

100,000원*12월

150,000원*25명*1회

8,000원*6명*20일*12월

02 공공운영비 207,428 193,344 14,084

○공공요금 및 제세 133,476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등기우

편료 69,48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일반우편료

7,920

― 차량 종합보험료 3,000

ㆍ중형화물특수 500

ㆍ승용 2,500

― 자동차검사료 180

― 주정차단속 CCTV 전기요금

12,960

― 교통지도사무실 전기요금 1,440

―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CCTV 회선 사용료

38,016

―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480

○시설장비유지비 53,000

― 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비 1,600

― 주정차 단속차량 타이어교체 및 차량수리비

4,800

1,930원*3,000건*12월

330원*2,000매*12월

500,000원*1대

500,000원*5대

30,000원*6대*1회

30,000원*36개소*12개월

120,000원*12월

88,000원*36회선*12월

40,000원*1회선*12월

100,000원*16대

800,000원*6대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형 cctv 유지보수

비 12,000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

보수비 9,600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36개소)

15,000

―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

보수비 10,000

○유류비 20,952

― 승합및렉카(경유)

13,608

― 승용(휘발유) 7,344

12,000,000원*1식

800,000원*12월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60원*4대*10ℓ *300일*90%

1,360원*2대*10ℓ *300일*90%

202 여비 14,400 14,400 0

01 국내여비 14,400 14,400 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내여비

14,40010,000원*20일*6명*12월

301 일반보전금 750 1,500 △750

12 기타보상금 750 1,500 △750

○피견인차량 보상금 750150,000원*5대

405 자산취득비 96,770 0 96,77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6,770 0 96,770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구입 62,770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24,100

○과태료 납부시스템 장비 교체

9,900

62,770,000원*1대

24,100,000원*1대

9,900,000원*1식

교통질서확립 19,480 16,120 3,360

201 일반운영비 12,280 8,920 3,360

01 사무관리비 12,280 8,920 3,360

○일반수용비 10,480

― 교통질서확립 현수막 제작(소)

4,000

― 각종 축제 및 대형행사 교통통제 안내 홍보

물 제작 6,480

ㆍ현수막(소) 4,500

ㆍ현수막(대) 990

ㆍ입간판(소) 990

○급량비 1,800

― 특별수송대책(설,추석) 근무자 급량비

1,800

50,000원*10매*8회

50,000원*30매*3회

110,000원*3매*3회

110,000원*3개*3회

8,000원*25명*9일

307 민간이전 7,200 7,2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 7,200 0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수 있는 교통지도 사

업 4,5004,500,000원*1식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행정및지도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2,7002,700,000원*1식

운수사업 관리 470,304 348,516 121,788

201 일반운영비 25,864 31,516 △5,652

01 사무관리비 24,964 31,516 △6,552

○일반수용비 22,660

― 택시, 화물 불법영업행위 계도 안내문 제작

2,000

― 화물 밤샘주차 및 택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행위단속 플래카드 2,000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2,500

― 부제표시 등 택시 부착물 제작

8,000

―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 1,960

―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친절교육 강사료

3,200

―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가이드북 제작

3,000

○급량비 2,304

― 화물 밤샘주차 및 택시 불법행위 단속추진

특근매식비 2,304

50원*20,000매*2회

50,000원*40개소

500,000원*5개소

5,000원*1,600개

70,000원*7명*4회

400,000원*2명*4회

1,500원*2,000부

8,000원*3명*8회*12월

03 행사운영비 900 0 900

○목포사랑운동 친절택시 실천협의회 행사운영

비 90015,000원*30명*2회

301 일반보전금 444,440 297,000 147,440

12 기타보상금 444,440 297,000 147,440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32,000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 지원 8,500

―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하복) 지원

4,500

―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 지원(신규)

4,000

○웃음택시 인증스티커 및 방범등 지원(신규)

2,500

○친절기사, 유공자 시장 표창

1,440

160원*1,500대*6회*25일*12월

100,000원*45명*1회

200,000원*20명*1회

125,000원*20명

60,000원*6명*4회

교통안전시설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516,006 958,159 △442,153

교통신호등 관리 144,800 214,750 △69,950

201 일반운영비 144,800 214,750 △69,950

01 사무관리비 12,800 25,600 △12,800

○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80040,000원*320개소

02 공공운영비 132,000 189,150 △57,150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20,000

○영상 및 신호제어시스템 회선 사용료

12,000

10,000,000원*12월

1,000,000원*12월

승강장 관리 90,000 79,910 10,09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79,910 10,090

01 시설비 90,000 79,910 10,090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10,000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30,000

― 방풍식 승강장 신설 10,000

― 유개식 승강장 신설 5,000

― 승강장 유지 관리 15,000

○승강장 노선도 등 정비 개선 9,000

― 방풍식 및 유개식 승강장 노선도 정비

9,000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16,000

○상동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이설 및 재설치(

주민참여예산) 25,000

5,000,000원*2개소

1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식

90,000원*100개소

4,000,000원*4개소

25,000,000원*1개소

주차장 관리 281,206 663,499 △382,293

201 일반운영비 156,206 118,499 37,707

01 사무관리비 100,898 65,623 35,275

○공영,임시 주차장 30,480

― 동아주차장 주차할인권 구입

1,800

― 원형주차장 주차표 구입

6,600

― 시직영 유료공영주차장 매표소 및 사무실

운영비 5,040

― 잉크,토너 교체 900

― 종량제봉투, 청소도구

7,200

― 정수기 임대료 1,440

― 주차장 안전관리 및 홍보용 현수막 구입

4,000

― 시 직영 유료주차장 사고시 자부담금

3,500

○급량비 3,200

― 각종 행사 축제 등 주차장 관리 근무자 급

량비 3,200

○호남공영주차장 임차료 18,176

○버스전용공영주차장 대부료

35,000

○용해동 화물공영주차장 대부료

12,042

30원*60,000매

30원*110,000매*2개소

70,000원*6개소*12월

150,000원*2개소*3회

150,000원*6개소*8월

20,000원*6개소*12월

50,000원*20개소*4회

700,000원*5회

8,000원*10명*2식*20일

18,176,000원*1식

35,000,000원*1식

12,042,000원*1식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차장 관리요원 근무복(동복)구입

2,000200,000원*10명

02 공공운영비 55,308 52,876 2,432

○공공요금 및 제세 37,248

― 주차장 전기사용료 19,200

― 주차장 상하수도료 960

― 공영(유료)주차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

4,608

― 공영(유료)주차장 방범용CCTV회선 사용료

12,480

○시설장비유지비 9,180

― 주차장 가로등 수리 7,500

― 주차장 CCTV 수리 1,680

○동아주차장 신용카드 수수료 960

○동아·행정타운주차장 통합관리센터관리비

5,280

○행정타운주차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료

2,640

100,000원*16개소*12월

40,000원*2개소*12월

48,000원*8개소*12월

130,000원*8개소*12월

250,000원*100등*30%

350,000원*8개소*60%

80,000원*12월

220,000원*2개소*12월

22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000 545,000 △420,000

01 시설비 125,000 545,000 △420,000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20,000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

5,000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10,000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자재 보관창고 설치

20,000

○용당2동 민원다량발생공터 동네주차장 조성(

주민참여예산) 10,000

○대성동 29-2 동네주차장조성(주민참여예산)

10,000

○북항로 마을주차장 설치요청

50,000

20,000,000원*1식

500,000원*10개소

1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2,742,589 2,052,725 689,864

도 15,000

시 2,727,58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80,000 200,000 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0,000 200,000 80,000

01 시설비 280,000 200,000 80,000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50,000

○서부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주민참여예산)

40,000

○대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10,000

150,000,000원*1식

4,000,000원*10개소

10,000,000원*1식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흥,신흥,부주동 관내학교 주변 옐로카펫 설

치 60,000

○이로, 하당 관내초등학교 인근 옐로카펫 설치

20,000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신호등 교체 및 신설 793,600 653,600 140,000

도 15,000

시 778,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93,600 653,600 140,000

도 15,000

시 778,600

01 시설비 793,600 653,600 140,000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173,600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50,000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기) 10,000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50,000

○신호 연동화 체계 구축 30,000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

20,00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목포경찰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200,000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 S/W시스템 교체

60,000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000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보행작동신호등설치(

주민참여예산) 50,000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30,000

21,700,000원*8개소

10,000,000원*5개소

1,000,000원*10조

150,000,000원*1식

1,000,000원*30개소

10,000,000원*2개소

200,000,000원*1식

6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식

50,000,000원*1개소

5,000,000원*6개소

도 15,000

시 15,0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60,000 699,000 16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60,000 699,000 161,000

01 시설비 860,000 699,000 161,000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70,000

― 신설 30,000

― 보수 40,000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80,000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50,000

○노후 차선도색 300,000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50,000

500,000원*60개소

400,000원*100개소

20,000,000원*4회

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안전속도 5030 추진(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200,000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목포경찰서 교통안

전시설개선) 50,000

○이로동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60,000

200,000,000원*1식

2,000,000원*25개소

60,000,000원*1식

주차장 조성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

장(주민참여예산) 100,000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고하도 공영주차장 조

성(주민참여예산) 100,000

100,000,000원*1개소

100,000,000*1개소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403,288 410,773 △7,485

201 일반운영비 173,288 157,373 15,915

02 공공운영비 173,288 157,373 15,915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156,288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BIT)인터넷 이

용료 55,539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AP인터넷 이용

료 297

― 광역버스정보시스템(버스정보센터)전용회선

이용료 2,640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차내장치(OBE) 기지국

간 전용회선 이용료 11,616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차내장치(OBE) 단말기

임대료 31,416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용회선이용

료 5,280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BIT) 전기요금

49,500

○시설장비유지비 17,000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정보안내기

및 승강장 QR코드 유지관리 17,000

28,050원*165회선*12월

8,250원*3회선*12월

220,000원*1회선*12월

484,000원*2회선*12월

15,400원*170대*12월

440,000원*1회선*12월

25,000원*165개소*12월

200,000원*85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0 253,400 △23,400

01 시설비 230,000 253,400 △23,400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80,000

○버스정보안내기(BIT)추가 설치사업

150,000

80,000,000원*1식

15,000,000원*10개소

예비비 39,811 50,876 △11,065

801 예비비 39,811 50,876 △11,065

01 일반예비비 39,811 50,876 △11,065

○예비비 39,81139,811,000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환경개선

단위: 교통안전시설물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65,890 38,476 127,414

101 인건비 28,177 0 28,17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77 0 28,177

○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요원 인건비 28,177

― 기본급 21,544

― 교통비 600

― 주휴수당 3,299

― 간식비 480

― 건강보험료 696

― 장기요양보험료 60

― 국민연금 970

― 고용보험료 324

― 산재보험료 204

8,590원*209시간*12개월

50,000원*12개월

68,720원*4일*12개월

2,000원*20일*12개월

21,544,000원*3.23%

696,000원*8.51%

21,544,000원*4.5%

21,544,000원*1.5%

21,544,000원*0.946%

201 일반운영비 57,713 38,476 19,237

02 공공운영비 57,713 38,476 19,237

○지능형교통체계(ITS) 전기요금

19,116

○지능형교통체계(ITS) 통신요금

38,597

59,000원*27개소*12개월

74,800원*43개소*12개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0 80,000

01 시설비 80,000 0 80,000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80,00020,000,000원*4개월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1,475,880 1,418,976 56,904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1,427,880 1,370,976 56,904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1,427,880 1,370,976 56,904

101 인건비 1,427,880 1,370,976 56,904

01 보수 65,729 60,236 5,493

○수당 65,729

―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26,057

― 불법주정차 관련 교통대책 특별근무 휴일근

무수당(공휴일,명절등) 39,672

10,340원*7명*30시간*12월

82,650원*10명*48일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62,151 1,310,740 51,411

○불법주정차 단속원 857,397

― 기본급 390,085

― 직무수당 20,400

― 교통비 10,200

― 급식비 16,320

― 조정수당 20,400

― 자녀학비수당 9,266

1,912,180원*17명*12월

100,000원*17명*12월

50,000원*17명*12월

80,000원*17명*12월

100,000원*17명*12월

463,300원*5명*4회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단위: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여금 130,029

― 근속수당 13,768

― 휴일근무수당

139,365

― 시간외근무수당

72,573

― 연차수당 15,486

― 명절휴가비 19,505

○주차장관리 인부임 504,754

― 기본급 228,120

― 직무수당 12,000

― 장기근속수당 7,985

― 교통비 6,000

― 급식비 9,600

― 조정수당 12,000

― 상여금 76,040

― 휴일근무수당 87,992

― 시간외근무수당

42,330

― 연차수당 11,281

― 명절휴가비 11,406

1,912,180원*17명*4회

1,912,180원*12명*5%*12월

113,860원*17명*4일*12월*150%

14,230원*17명*25시간*12월

91,090원*17명*10일

1,912,180원*17명*30%*2회

1,901,000원*10명*12월

100,000원*10명*12월

1,901,000원*7명*5%*12월

50,000원*10명*12월

80,000원*10명*12월

100,000원*10명*12월

1,901,000원*10명*4회

112,810원*10명*52주*150%

14,110원*10명*25시간*12월

112,810원*10명*10일

1,901,000원*10명*30%*2회

기본경비(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

회계)

48,000 48,000 0

기본경비(교통행정과) 48,000 48,000 0

202 여비 48,000 48,000 0

01 국내여비 48,000 48,000 0

○교통행정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0020,000원*20명*10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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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자동차등록사무소 613,684 573,790 39,894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279,520 235,420 44,100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279,520 235,420 44,100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 정비 23,000 21,200 1,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 20,000 3,000

01 시설비 23,000 20,000 3,000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

8,000

○민원인주차장입구 노면 침하 보수공사

15,000

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자동차 관리 63,546 37,286 26,260

201 일반운영비 41,746 27,386 14,360

01 사무관리비 32,470 13,010 19,460

○일반수용비 31,030

― 자동차관리사업 제도변경등 교육자료 책자

제작 3,000

―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 1,320

― 자동차 무단방치 금지 계도용 플래카드 제

작 1,320

― 불법자동차 근절 홍보 3단 리플렛(a4) 제작

1,750

― 무단방치차량 견인 예정 안내 스티커 제작

800

― 특사경 관련 출석요구서 등 각종 문서 제작

600

― 외국인 통역비(무보험,무단방치 사건처리)

900

― 자동차등록관련 용지 제작 등(22종)

9,000

― 저공해 자동차 부착 스티커 제작

600

― 건설기계 불법주기근절 플래카드 제작

2,640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PVC 구입

2,500

― 순번대기표 용지 구입 2,200

― 임시번호판 제작 및 구입 600

― 번호대기표 기계 및 차량등록번호 선택시스

템 설치장비 유지보수비 1,000

― 신용카드 리더기 구입 300

― 수입인지증지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200

― 자동차 업무관련 도서구입 300

○급량비 1,440

5,000원*600권*1회

110,000원*6개*2회

110,000원*6개소*2회

350원*5,000매

800원*1,000매

60,000원*10종

30,000원*30회

50,000원*15연*12월

1,000원*3종*200매

110,000원*6개소*4회

500원*5,000매

110,000원*20박스

1,500원*400매

200,000원*5회

300,000원*1대

220,000,000원*40%*2.5%

30,000원*10권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

근매식비 1,4408,000원*5명*3일*12월

02 공공운영비 9,276 14,376 △5,100

○공공요금 및 제세 9,276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등 등기 우편료

4,860

―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96

― 무단방치 공용휴대폰 사용료

720

2,700원*150매*12월

308,000원*12월

60,000원*1대*12월

202 여비 6,900 7,200 △300

01 국내여비 6,900 7,200 △300

○차량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 관외

여비 1,200

○행정소송 수행 관외여비 1,500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피의자 신병인계 관외

여비 1,800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여비

2,400

100,000원*2명*6회

100,000원*3명*5회

100,000원*3명*6회

20,000원*5명*2일*12월

301 일반보전금 9,900 2,700 7,200

12 기타보상금 9,900 2,700 7,200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지급 2,700

○자동차불법운행 신고자 포상금

1,000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6,200

30,000원*90대

100,000원*10명

25,000원*248일*1명

405 자산취득비 5,000 0 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0 5,00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5,0005,000,000원*1대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192,974 176,934 16,040

201 일반운영비 165,974 159,434 6,540

01 사무관리비 46,319 44,459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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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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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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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0

― 고질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특근 매

식비 2,880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2,000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이용료

15,000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 수수료

1,800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 플래카드 제작

660

○자동차번호판 개편 소프트웨어 구입

3,300

○영치차량 세차비 864

160,000원*1대*12월

50원*40,000개

70원*320매*12월

230원*10,000매

110,000원*6개*2회

8,000원*5명*6일*12월

100원*20,000매

15,000,000원*1식

3,000원*600회

110,000원*6개*1회

3,300,000*1식

18,000원*4회*12월

02 공공운영비 119,655 114,975 4,680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108,360

― 등기우편료 81,000

― 일반우편료 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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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원*6,000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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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7,500 △2,500

01 국내여비 5,000 7,500 △2,500

○자동차 과태료 고질 체납액 징수 및 정리 관

외 출장여비 2,000

○자동차 폐차차량 일제조사 관외출장 여비

3,000

100,000원*4명*5회

100,000원*5명*6회

207 연구개발비 15,500 0 15,500

02 전산개발비 15,500 0 15,500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15,50015,500,000*1식

303 포상금 6,500 10,000 △3,500

01 포상금 6,500 10,000 △3,500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4,000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2,500

400,000,000원*1%

5,000원*500대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334,164 338,370 △4,206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226,553 199,630 26,923

인력운영비 226,553 199,630 26,923

101 인건비 226,553 199,630 26,923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302 176,917 23,385

○자동차등록 제증명 업무 보조 39,667

― 기본급 23,397

― 근속수당 1,170

― 상여금 7,799

― 연차수당 865

― 명절휴가비 2,340

― 직무수당 1,200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120

― 시간외 수당 1,216

○ 과태료 업무보조 121,060

― 기본급 70,185

― 상여금 23,395

― 근속수당 2,340

― 연차수당 2,594

― 명절휴가비 7,019

― 직무수당 3,600

― 교통비 1,800

― 급식비 2,880

― 조정수당 3,600

― 시간외수당 3,647

○특사경 업무보조 39,575

― 기본급 23,395

― 상여금 7,799

― 연차수당 865

― 명절휴가비 2,340

― 직무수당 1,200

― 교통비 600

― 급식비 960

― 조정수당 1,200

― 시간외수당 1,216

1,949,690원*1명*12월

1,949,560원*1명*5%*12월

1,949,560원*1명*4월

86,460원*1명*10일

1,949,560원*1명*60%*2회

10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회

80,000원*1명*12월

10,000원*1명*12월

20,260원*5시간*12월

1,949,560원*3명*12월

1,949,560원*3명*4월

1,949,560원*2명*5%*12월

86,460원*3명*10일

1,949,560원*3명*60%*2회

100,000원*3명*12월

50,000원*3명*12회

80,000원*3명*12월

100,000원*3명*12회

20,260원*5시간*3명*12월

1,949,560원*1명*12월

1,949,560원*1명*4월

86,460원*1명*10일

1,949,560원*1명*60%*2회

100,000원*1명*12월

50,000원*1명*12월

80,000원*1명*12월

100,000원*1명*12월

20,260원*5시간*12월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인력운영비(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251 22,713 3,538

○청사관리 인부 23,865

― 기본급 18,143

― 주휴수당 3,299

― 간식비 528

― 월차수당 825

― 생활임금 보전수당 1,070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386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37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63

― 국민연금부담금 1,027

― 고용보험부담금 343

― 산재보험부담금 216

68,720원*1명*22일*12월

68,720원*1명*4일*12월

2,000원*1명*22일*12월

68,720원*1명*12월

89,120원*1명*12월

22,807,000원*3.23%

737,000원*8.51%

22,807,000원*4.5%

22,807,000원*1.5%

22,807,000원*0.946%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107,611 138,740 △31,129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107,611 138,740 △31,129

201 일반운영비 63,211 88,780 △25,569

01 사무관리비 29,046 57,395 △28,349

○일반수용비 20,934

― 직원 기본 사무용품 1,800

― 복사기유지관리(토너및드럼 구입 등)

3,300

― 복사용지구입 2,760

― 레이져프린터 및 팩스 토너 구입

7,584

― 인증기 소모품 구입(잉크카트리지외)

1,430

― 냉온수기 관리비 600

― 정화조 청소 300

― 자동차등록사무소 화장실 등 청사관리용품

구입(종량제 봉투 등 7종) 1,800

― 무인경비 수수료 960

― 비데 관리비(민원인용 화장실)

400

○민원전용 복사기 및 팩스 임대료

1,200

○급량비 6,912

―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6,912

100,000원*18명

330,000원*2대*5회

23,000원*10박스*12월

237,000원*8대*4회

143,000원*10박스

25,000원*2대*12월

20원*15,000L

150,000원*12월

80,000원*12월

25,000원*4대*4월

100,000원*12개월

8,000원*18명*4회*12월

02 공공운영비 34,165 31,385 2,780

○ 공공요금 및 제세 17,958

― 환경개선부담금 100

― 전화사용료 600

50,000원*2회

50,000원*1대*12월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

단위: 기본경비(자동차등록사무소)(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898

― 전기사용료 13,200

― 상하수도 사용료 2,400

―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상담 재정보험료

400

― 유선방송 사용료 360

○시설장비유지비 16,207

― 건물유지 및 주차장 7,707

― CCTV 유지보수비 3,500

― 민원실 에어컨 유지보수 400

― 민원용화장실 유지보수 600

― 청사내 수목 관리(전정) 1,000

― 민원실 1,2층 복도 도색작업

3,000

37,400원*2회선*12월

1,100,000원*12월

200,000원*12월

400,000원*1회

30,000원*1대*12월

1,101㎡*7,000원

500,000원*7대

100,000원*4대

200,000원*3개소

1,000,000원*1식

3,000,000원*1식

202 여비 44,400 45,000 △600

01 국내여비 44,400 45,000 △600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관내여비

43,200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관외여비

1,200

20,000원*18명*10회*12월

100,000원*4명*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