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과
정책: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단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단위:천원)

교통과 279,939 1,012,920 △732,981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31,814 27,837 3,977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31,814 27,837 3,97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1,814 27,837 3,977

401 시설비및부대비 31,814 27,837 3,977

01  시설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 과속방지턱 설치

      · 과속방지턱 도색

    ○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 및 긴급보수

03  시설부대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7,700 3,80031,500

31,500

29,000

15,0001,500,000원*10개

14,000700,000원*20개

 2,500  2,500,000원*1식

137 177314

 314  29,000,000원*1.08%

선진교통문화 정착(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3,420 745,234 △741,814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3,420 3,180 240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3,420 3,180 240

201 일반운영비 3,420 3,180 240

01  사무관리비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급

    식비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관리

    현수막제작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일반우편료

    ○ 등기우편료

480 6001,080

 480  5,000원*4명*24일

 600  60,000원*10개

2,700 △3602,340

2,340

240250원*80건*12월

2,1001,750원*100건*12월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31,426 17,450 13,976

교통사범 관리 31,426 17,450 13,976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 10,730 5,174 5,556

201 일반운영비 10,730 5,174 5,556

01  사무관리비 810 8818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과
정책: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수송및교통/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단위: 교통사범 관리 (단위:천원)

  ◎ 일반수용비

    ○ OCR고지서 인쇄

    ○ OCR독촉고지서 인쇄

    ○ 자동차정기검사(점검) 엽서 및 검사명

      령서 인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정기검사 및 점검 안내엽서 일반우편

      료

    ○ 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료

    ○ 정기검사위반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

      료

    ○ 정기검사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일반

      우편료

    ○ 검사명령서 배달증명료

818

24050원*400건*12월

21050원*350건*12월

 368  60원*510건*12월

4,364 5,5489,912

9,912

 981  190원*430건*12월

 4,128  1,720원*200건*12월

 1,056  220원*400건*12월

 924  220원*350건*12월

 2,823  2,940원*80건*12월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20,696 12,276 8,420

201 일반운영비 20,696 11,276 9,42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OCR고지서 인쇄

    ○ OCR독촉고지서 인쇄

    ○ 의무보험가입촉구서및부과예고서인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의무보험위반 일반우편료

      · 과태료고지서

      · 과태료독촉고지서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기우편료

    ○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부과예고서 등

      기우편료

    ○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분 등기우편

      료

1,536 241,560

1,560

84050원*1,400건*12월

36050원*600건*12월

 360  50원*600건*12월

9,740 9,39619,136

19,136

5,280

3,696220원*1,400건*12월

1,584220원*600건*12월

 4,200  1,750원*200건*12월

 8,256  1,720원*400건*12월

 1,400  1,750원*800건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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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운영경비(교통과)(기타/기타) 213,279 220,146 △6,867

인력운영비 121,113 142,750 △21,637

인건비 121,113 142,750 △21,637

101 인건비 116,373 137,830 △21,457

02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08  기타직보수

  ◎ 전문계약직(전임, "다"급 보수)

    ○ 연봉액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100,712 △23,80576,907

76,907

3,5279,796원*30시간*1명*12월

11,9708,312원*30시간*4명*12월

24,1617,457원*30시간*9명*12월

26,4616,682원*30시간*11명*12월

10,7885,993원*30시간*5명*12월

37,118 2,34839,466

39,466

35,99735,997,000원*1명*1년

 2,509  6,968원*30시간*1명*12월

 960  (40,000원*1명*12월)+(20,000원*2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740 4,920 △18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 △1804,740

 4,740  (350,000원*12월)+(5,000원*9명*12월)

기본경비 92,166 77,396 14,770

기본경비 92,166 77,396 14,770

201 일반운영비 17,766 19,096 △1,33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 레이저프린터기 토너(양재520HN)

    ○ 9월 안전진단의 날 현수막

  ◎ 운영수당

18,876 △2,19516,681

8,541

 6,631

  ((20,000원*28명*1년)+(23,000원*28명*12월

  ))*0.8

 1,750  250,000원*7개

 160  (100,000원*1개)+(60,000원*1개)

7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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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

      석수당

  ◎ 급량비

    ○ 특근급식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임무고지서 등

      기우편료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통보 등기우편

      료

 700  70,000원*5명*2회

7,440

 7,440  (5,000원*31명*5식*12월)*0.8

220 8651,085

1,085

 875  1,750원*500건

 210  1,750원*120건

202 여비 74,400 57,600 16,800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계약직포함)

57,600 16,80074,400

 74,400  20,000원*10일*31명*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