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2년도 본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586,860 2,662,549 △75,689

200 세외수입 2,501,346 2,555,679 △54,333

210 경상적세외수입 260,905 202,000 58,905

212 사용료수입 255,905 197,000 58,905

212-08 주차요금수입 250,905 192,000 58,905

< 교통행정과 > 250,905 192,000 58,905

○ 주차요금수입 250,905250,905,000

212-09 기타사용료 5,000 5,000 0

< 교통행정과 > 5,000 5,000 0

○ 교통공원 축구장 사용료수입 5,0005,000,000원

216 이자수입 5,000 5,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5,000 0

< 교통행정과 > 5,000 5,000 0

○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5,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4,200 984,200 20,000

225 지난년도수입 1,004,200 984,200 20,000

225-01 지난년도수입 1,004,200 984,200 20,000

< 교통행정과 > 550,000 530,000 20,000

○ 교통유발부담금(과년도) 50,000

○ 주정차위반 과태료(과년도) 500,000

< 차량등록사업소 > 454,200 454,200 0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과년도) 232,2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과년도)

222,000

50,000,000원

40,000원*12,500건

90,000원*215건*12월

20,000원*925건*12월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236,241 1,369,479 △133,238

231 과징금 15,600 15,600 0

231-01 과징금 15,600 15,600 0

< 교통행정과 > 12,000 12,000 0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교통행정과) 12,000

－ 자동차관리법위반(방치차량) 범칙금

12,000

< 차량등록사업소 > 3,600 3,600 0

○ 과징금 3,600

1,000,000원*1건*12월

300,000원*1건*12월

234 과태료 1,037,641 1,215,429 △177,788

234-02 기타과태료 1,037,641 1,215,429 △177,788

< 교통행정과 > 551,441 729,229 △177,788



장: 200 세외수입

관: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항: 234 과태료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3,0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548,441

< 차량등록사업소 > 486,200 486,200 0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248,4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19,600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18,200

200,000원*15건

548,441,000원

100,000원*207건*12월

100,000원*183건*12월

50,000원*364건

236 부담금 183,000 138,450 44,550

236-01 부담금 183,000 138,450 44,550

< 교통행정과 > 183,000 138,450 44,550

○ 교통유발부담금 183,000183,00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514 106,870 △21,356

710 보전수입등 85,514 106,870 △21,356

711 잉여금 85,514 106,870 △21,356

711-01 순세계잉여금 85,514 106,870 △21,356

< 교통행정과 > 85,514 106,870 △21,356

○ 순세계잉여금 85,51485,514,00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빠르고 편리한 Clean 교통환경 조성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교통행정과 2,269,527 2,331,530 △62,003

빠르고 편리한 Clean 교통환경 조성 2,186,885 2,247,165 △60,28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86,885 2,247,165 △60,280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117,340 1,231,570 △114,230

201 일반운영비 940,540 1,050,270 △109,730

01 사무관리비 26,070 26,070 0

○ 사무장비 유지보수비 13,000

○ 사무용품 구입비 1,600

○ 재택근무 수당 7,470

○ 교통정보센터 특근급식비 4,000

02 공공운영비 914,470 1,024,200 △109,730

○ ITS 전기요금(센터, 현장시설물) 100,000

○ ITS 통신요금(신호제어, VMS, 인터넷전용회

선, BIS, 관제센터전용회선 등) 150,000

○ ITS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4,500

○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350

○ 교통신호등 전기안전 점검 12,000

○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320

○ 소방시설물 점검 수수료 1,500

○ ITS 센터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700

○ 한전공가배전주 임대사용료 26,000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4,300

○ ITS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280,000

○ ITS 서버군 유지보수 계약 98,000

○ ITS 네트워크군 유지보수 계약 80,000

○ IT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98,000

○ ITS 전산운영실 유지보수 계약 47,000

○ SSE(서버침입탐지) 유지보수 계약 2,300

○ 백신 라이센스 계약 4,500

202 여비 5,800 5,800 0

01 국내여비 5,800 5,800 0

○ ITS, 통합관제센터 당면업무추진 5,800

206 재료비 90,000 91,000 △1,000

01 재료비 90,000 91,000 △1,000

○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 60,000

○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1,000 81,000 0

01 시설비 80,000 80,000 0

○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공사 40,000

○ ITS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40,000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빠르고 편리한 Clean 교통환경 조성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공사 시설부대

비 1,000

불법 주정차 단속 708,105 773,655 △65,550

101 인건비 27,914 28,200 △28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914 28,200 △286

○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

비(1명) 27,914

201 일반운영비 489,306 494,950 △5,644

01 사무관리비 48,700 97,904 △49,204

○ 불법주정차업무추진 31,200

－ 야간 및 새벽주차 단속 업무추진 1,200

－ 불법주정차 업무추진 등 30,000

○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제작 9,100

－ 사전통지서 3,060

－ 정기분고지서 3,040

－ 독촉고지서 1,600

－ 체납과태료 고지서 1,400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제복구입 8,400

02 공공운영비 440,606 397,046 43,560

○ 불법주정차과태료 후납우편요금 131,559

○ CCTV 유지보수 121,479

－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넥

스파) 87,567

－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츠) 17,640

－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16,272

○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 3,960

○ 불법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유지보수 11,400

○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프로그램 유지보

수 14,716

－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유지보수 4,900

－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통신비 4,800

－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SMS 비용 3,696

－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콜센터민원상담

비 1,320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인터넷 요금 72,000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기 요금 30,012

○ 무단방치차량 및 재난상황대비 등 견인차량

단가계약 10,000

○ 불법주정차 민원업무처리용 휴대폰 요금 480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30,000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 15,000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빠르고 편리한 Clean 교통환경 조성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9,280 11,280 △2,000

01 국내여비 5,200 7,200 △2,000

○ 불법주정차단속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 2,000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선진지견학 3,200

02 월액여비 4,080 4,080 0

○ 무단방치차량 현지조사 및 피의자소재수사

월액여비 4,08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5,725 199,225 △53,500

01 시설비 145,725 199,225 △53,500

○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제작 49,725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

21년 매칭분) 96,000

405 자산취득비 35,880 0 35,8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880 0 35,880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전기차1대) 33,000

○ 교통지도반 책상 및 서랍 구입(각9개) 2,880

교통행정 민원처리 13,100 10,100 3,000

201 일반운영비 7,500 4,500 3,000

01 사무관리비 4,500 4,500 0

○ 교통유발부담금(안내문, OCR 고지서) 제작 2,000

○ 교통영향평가 업무 추진 2,500

02 공공운영비 3,000 0 3,000

○ 교통유발부담금 후편후납요금 3,000

202 여비 5,600 5,600 0

01 국내여비 5,600 5,600 0

○ 교통유발부담금, 택시, 버스, 화물 업무추진

등 5,600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33,440 217,840 15,600

201 일반운영비 77,440 60,840 16,600

01 사무관리비 46,800 46,800 0

○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대부료 35,000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홍보물제작 1,800

○ 주차장관리 업무추진 10,000

02 공공운영비 30,640 14,040 16,600

○ 주차장 제세공과금 등 30,640

－ 해망, 금암공영주차장 상하수도사용료 19,200

－ 전기사용료 1,440

－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6,000 157,000 △1,000

01 시설비 155,000 155,000 0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빠르고 편리한 Clean 교통환경 조성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155,000

－ 관내 공영주차장 정비 135,000

－ 고군산군도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정비 20,000

03 시설부대비 1,000 2,000 △1,000

○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000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4,600 14,000 △9,400

307 민간이전 4,600 14,000 △9,4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 14,000 △9,400

○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운동지원 4,600

예비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300 0 110,300

801 예비비 110,300 0 110,300

03 내부유보금 110,300 0 110,300

○ 내부유보금 110,300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82,642 84,365 △1,723

인력운영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2,642 84,365 △1,723

인력운영비(교통행정과) 82,642 84,365 △1,723

101 인건비 82,642 84,365 △1,723

01 보수 82,642 84,365 △1,723

○ 주차단속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31,223

○ 불법주정차단속 휴일근무수당 25,709

○ 지능형교통센터 휴일근무수당 20,568

○ 어린이교통공원 휴일근무수당 5,142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차량등록사업소 317,333 331,019 △13,686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317,333 331,019 △13,68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7,333 331,019 △13,686

차량관리 민원행정 58,595 58,595 0

201 일반운영비 55,395 55,395 0

01 사무관리비 55,395 55,395 0

○ 차량관리 민원행정 사무관리경비 45,500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3,000

－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구입 20,000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경과 안내장(엽

서) 구입 18,000

－ 업무용 칼라 복사기 임차 4,500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행정 추진 9,895

202 여비 3,200 3,200 0

01 국내여비 3,200 3,200 0

○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업무추진 3,200

청사유지관리 71,020 83,220 △12,200

201 일반운영비 29,100 26,300 2,800

01 사무관리비 1,980 1,980 0

○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1,980

02 공공운영비 27,120 24,320 2,800

○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운영 관리 27,120

－ 청사 비데 임차 2,400

－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1,440

－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60

－ 전기요금 19,200

－ 상하수도요금 1,560

－ 유선방송 사용료 240

－ 전화요금 720

206 재료비 4,920 4,920 0

01 재료비 4,920 4,920 0

○ 청사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3,600

○ 청사 화단용 꽃 구입 1,320

307 민간이전 37,000 37,000 0

05 민간위탁금 37,000 37,000 0

○ 청사 청소용역비 37,000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187,718 189,204 △1,486

101 인건비 23,040 28,294 △5,25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40 28,294 △5,254



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정책: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단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23,040

－ 자동차,건설기계 번호판 유지관리 인부임(

1명) 23,040

201 일반운영비 152,390 148,622 3,768

01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 제경비 25,000

02 공공운영비 127,390 123,622 3,768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102,000

－ 일반(우편엽서 및 문자발송) 21,408

－ 일반(의무보험 과태료부과예고 외) 9,900

－ 등기(정기검사 과태료부과 외) 66,456

－ 배달증명(특별사법경찰수사용 외 6종) 4,236

○ 관용차량 유류비 2,000

○ 관용차량 유지보수 1,000

○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3,000

○ 과태료 통합수납(신용카드,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9,600

○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5,280

○ 모바일 전자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510

202 여비 12,288 12,288 0

01 국내여비 12,288 12,288 0

○ 과태료 징수 및 특사경업무 추진 11,520

○ 운행정지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추진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