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과
정책: 선진교통문화 정착(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단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해결 (단위:천원)

교통과 993,469 1,028,243 △34,774

시             37,000 37,000 0

구            956,469 991,243 △34,774

선진교통문화 정착(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731,346 751,980 △20,634

시             37,000 37,000 0

구            694,346 714,980 △20,634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해결 586,752 606,396 △19,644

시             37,000 37,000 0

구            549,752 569,396 △19,644

불법주정차 단속 139,312 166,396 △27,084

201 일반운영비 76,717 98,776 △22,059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무인카메라 주정차 위반사실 통보서

      인쇄

    ○ 무인단속위반사항 발송용 토너(HP col

      or laser jet 3500)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각종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 등기우편료

      · 등기반송료

      · 무인단속고지 우편료

  ◎ 시설장비유지보수

    ○ 주행형CCTV 유지관리비

    ○ 고정식CCTV 유지관리비

28,281 △2,75025,531

△2,75016,341 19,091

 △1,050 5,250  6,300  경정 70원*250건*25일*12월

 △1,700 6,800  8,500  경정 170,000원*40개

70,495 △19,30951,186

△7,27934,972 42,251

△7,27934,636 41,915

△8753,500 4,375경정 1,750원*2,000건

△9000 900경정 0

 △5,504 30,136  35,640

  경정 (1,720원*110건*20일*4월)+(250원*250

  건*20일*12월)

△12,03016,214 28,244

 120 3,600  3,480  경정 300,000원*12월

 △12,150 7,050  19,200  경정 1,410,000원*5월

202 여비 27,720 29,040 △1,320

02  월액여비

  ◎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월액여비

29,040 △1,32027,720

 △1,320 27,720  29,040

  경정 (220,000원*11명*12월)-(220,000원*1

  명*6월)

301 일반보상금 17,625 21,330 △3,705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30 △3,70516,325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과
정책: 선진교통문화 정착(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단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해결 (단위:천원)

  ◎ 불법주정차단속공익근무요원 보상

    ○ 봉급(병장)

    ○ 중식비

    ○ 교통비

△3,70516,325 20,030

 △1,329 3,722  5,051

  경정 (88,600원*3명*2월)+(88,600원*4명*9

  월)

 △1,650 4,620  6,270

  경정 (5,000원*22일*3명*2월)+(5,000원*22

  일*4명*9월)

 △726 2,033  2,759

  경정 (2,200원*22일*3명*2월)+(2,200원*22

  일*4명*9월)

주정차단속 견인 위탁 관리 379,440 372,000 7,440

201 일반운영비 379,440 372,000 7,44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

      · 견인료

      · 보관료

372,000 7,440379,440

7,440379,440 372,000

7,440379,440 372,000

7,200367,200 360,000경정 30,000원*1,020대*12월

24012,240 12,000경정 1,000원*1,020대*12월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2,490 3,480 △990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2,490 3,480 △990

201 일반운영비 2,490 3,480 △990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등기우편료

    ○ 등기반송료

2,700 △9901,710

△9901,710 2,700

△6301,470 2,100경정 1,750원*70건*12월

△3600 360경정 0

교통행정서비스 구축(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0,922 21,922 △1,000

교통사범 관리 20,922 21,922 △1,000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14,028 15,028 △1,000

405 자산취득비 0 1,000 △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의무보험미가입 및 정기검사미필차량 번

    호판영치용 PDA구입

1,000 △1,0000

 △1,000 0  1,000  경정 0

행정운영경비(교통과)(기타/기타) 209,464 222,604 △13,140

인력운영비 135,436 144,606 △9,170

인건비 135,436 144,606 △9,170

101 인건비 131,008 140,178 △9,170

02  수당 100,712 △9,17091,542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교통과)(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9,17091,542 100,712

 △2,886 578  3,464

  경정 (9,622원*30시간*1명*12월)-(9,622원*

  30시간*1명*10월)

△1,9609,798 11,758경정 8,165원*25시간*4명*12월

△87925,491 26,370경정 7,325원*29시간*10명*12월

△78822,843 23,631경정 6,564원*29시간*10명*12월

△1,05930,731 31,790경정 5,887원*29시간*15명*12월

 △1,598 320  1,918

  경정 (5,326원*30시간*1명*12월)-(5,326원*

  30시간*1명*10월)

기본경비 74,028 77,998 △3,970

기본경비 74,028 77,998 △3,970

201 일반운영비 17,046 19,096 △2,050

01  사무관리비

  ◎ 급량비

    ○ 특근급식비

18,876 △2,05016,826

△2,0507,790 9,840

△2,0507,790 9,840경정 7,790,000원

202 여비 55,680 57,600 △1,920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계약직포함)

57,600 △1,92055,680

 △1,920 55,680  57,600

  경정(20,000원*8일*30명*12월)-(20,000원*8

  일*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