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도시과

정책: 교통행정 개선

단위: 주차장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체

도시과 408,800 371,135 37,665

교통행정 개선 408,800 371,135 37,665

주차장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8,800 371,135 37,665

공영주차장 관리 92,900 72,525 20,375

201 일반운영비 12,900 12,900 0

01 사무관리비 600 600 0

○광덕주차장관리 사무용품 구입

600150,000원 * 4회

02 공공운영비 12,300 12,300 0

○광덕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점검수

수료 3,000

○광덕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

300

○광덕공영주차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0

○광덕공영주차장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6,000

250,000원 * 12월

300,000원 * 1대 * 1회

250,000원 * 12월

500,000원 * 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59,625 20,375

01 시설비 80,000 59,625 20,375

○공영주차장(광덕지하,향청,군청광장,광덕택지

,유천리,주기장)유지관리 보수비 30,000

○광덕지구 상업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주차장

설치)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50,000

주정차 질서 확립 108,440 116,790 △8,350

201 일반운영비 93,240 90,890 2,350

01 사무관리비 24,960 27,130 △2,170

○주정차금지 계도 홍보물(현수막,전단지)제작

1,200

○주정차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2,000

○주정차단속 스티커 제작

900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록 용지 구입

800

○주정차단속 과태료 프린터 토너(칼라)구입

1,600

○불법 주정차 단속 급식

800

○밤샘 주차단속 급식 1,200

○견인 수수료 1,500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제

작 2,800

○차량등록 인증기 소모품(리본, 잉크 등) 구입

비 3,000

100,000원 * 12개월 * 1회

100,000원 * 2종 * 10박스

250원 * 300매 * 12월

4,000원 * 200개

200,000원 * 2개 * 4회

8,000원 * 2명 * 50일

8,000원 * 5명 * 30일

60,000원 * 25대

70,000원 * 40박스



부서: 도시과

정책: 교통행정 개선

단위: 주차장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차량등록업무 추진 프린터(4대),팩스(1대) 토

너 구입 1,800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예고서 제작

1,000

○차량등록 관련 현수막 제작(책임보험,차량검

사 등) 1,560

○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영치 및 자동

차 관련업무 추진 특근매식비(차량등록)

2,200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안내엽

서) 제작 (연2회) 60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포품(면허증

용지,코팅지)구입 1,000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부)및 등

록증 제작 1,000

100,000원 * 10박스

60,000원 * 2회 * 13개읍면

8,000원 * 5명 * 55일

100,000원 * 6박스

2,000원 * 500매

500원 * 2,000매

02 공공운영비 68,280 63,760 4,52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전산유지

보수비 3,960

○특별사법경찰관 개인정보 암호화프로그램 유

지보수 2,400

○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20,000

○주정차 단속용 CCTV 전용회선 요금

14,400

○주정차 단속용 CCTV 전기요금

4,320

○가상계좌 수수료 1,200

○주정차단속용 CCTV 유지관리 보수

22,000

100,000원 * 12개소 * 12월

30,000원 * 12개소 * 12월

100원 * 12,000건

2,000,000원 * 11개소

202 여비 15,200 12,900 2,300

01 국내여비 15,200 12,900 2,300

○주정차관련 지도단속

4,000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2,800

○의무보험 미가입자 소재조사 및 청문을 위한

관내출장(차량등록) 2,800

○자동차 검사지연 및 주기장 체납과태료 징수(

차량등록) 2,800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의무

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징수

2,800

10,000원 * 2명 * 200일

20,000원 * 2명 * 70일

20,000원 * 2명 * 70일

20,000원 * 2명 * 70일

20,000원 * 2명 * 70일

예비비 207,460 181,820 25,640

801 예비비 207,460 181,820 25,640

01 일반예비비 207,460 181,820 25,640

○예비비 207,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