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단위: 주차시설 확충(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교통행정과 4,825,000 5,980,000 △1,155,000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4,825,000 2,780,000 2,045,000

주차시설 확충(주차장특별회계) 2,218,753 2,135,291 83,462

공영주차장 확충 2,218,753 2,135,291 83,462

101 인건비 6,927 6,597 33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27 6,597 330

□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6,927

201 일반운영비 37,460 29,094 8,366

01 사무관리비 25,460 23,460 2,000

□ 일반수용비 11,500

○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
5,500

○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수수료
1,100

○ 공영주차장 화장실 용품
2,400

○ 문화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
료 2,500

□ 급량비 960

○ 주차장 현황 조사
960

□ 임차료 13,000

○ 토지임차료(주차장)
13,000

02 공공운영비 12,000 5,634 6,366

□ 공공요금 및 제세 12,000

○ 공영주차장 전기료 600

○ 공영주차장 CCTV 회선료
9,600

○ 공영주차장 상하수도료
1,800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 공영주차장 관리 1,200

□ 부설주차장 사용검사 등
1,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71,966 2,092,200 79,766

01 시설비 2,157,000 2,085,000 72,000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00

□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25,000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60,000

76,960원*3명*10일*3회

500,000원*11개소

1,100,000원*1식

40,000원*5종*12월

2,500,000원*1식

8,000원*2명*60일

13,000,000원*1식

50,000원*12월

80,000원*10대*12월

150,000원*12월

20,000원*2명*30일

20,000원*2명*30일

2,000,000,000원*1식

50,000원*500면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단위: 주차시설 확충(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 김천형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구입
ㆍ설치 72,000

03 시설부대비 14,966 7,200 7,766

□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14,966

불법 주정차단속(주차장특별회계) 505,101 530,274 △25,173

불법 주정차 단속 505,101 530,274 △25,173

201 일반운영비 312,285 292,134 20,151

01 사무관리비 34,530 38,110 △3,580

□ 일반수용비 24,610

○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 유인
1,000

○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문 유인
3,000

○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유인
6,000

○ 자동차 체납 과태료 통합 안내문 유인
1,200

○ 프린터기 토너 구입
4,800

○ 사무용품 구입 2,000

○ 우편 창봉투 제작 1,060

○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4,350

○ 주·정차 단속용품 구입
1,200

□ 급량비 9,920

○ 각종 행사지원 4,000

○ 주·정차 단속요원
4,000

○ 체납과태료 징수업무추진
1,200

○ 교통상황실 근무자 급식 제공
720

02 공공운영비 277,755 254,024 23,731

□ 공공요금 및 제세 147,408

○ 과태료 재산압류 등기촉탁 증지수수료
2,000

○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우
편료 37,950

○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우
편료 22,770

○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우
편료 16,698

○ 반송우편료 6,300

○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8,170

18,000,000원*4개소

14,966,000원*1식

50원*10,000매*2회

100원*30,000매

100원*60,000매

100원*12,000매

300,000원*2대*8회

20,000원*10종*10회

200원*5,300매

150,000원*29개소

20,000원*5종*12회

8,000원*10명*50일

8,000원*5명*100일

8,000원*5명*30일

8,000원*6명*15일

2,000원*1,000매

2,530원*1,250건*12월

2,530원*750건*12월

2,530원*550건*12월

2,100원*250건*12월

430원*4,750매*4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단위: 불법 주정차단속(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전기료
13,440

○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전용회선료
33,600

○ 불법 주·정차 단속 전화기 사용료
4,320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600

○ 대형승용차 자동차세
700

○ 중형승용차 자동차세
600

○ 자동차 검사료 60

○ 환경개선부담금 200

□ 시설장비유지비 116,847

○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800

○ 무인단속카메라(CCTV) 유지관리비
79,987

○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관리비
7,440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0

○ 생활불편 주민신고 처리시스템 유지관리
1,620

○ 주정차단속 모바일전자고지 유지관리비
15,000

□ 차량·선박비 13,500

○ 주·정차 단속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13,500

· 대형승용차 8,000

· 중형승용차 5,500

202 여비 11,520 11,520 0

01 국내여비 11,520 11,520 0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5,400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2,520

□ 불법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
2,000

□ 연찬회 참석 1,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1,296 226,620 △45,324

01 시설비 180,000 225,000 △45,000

□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125,000

□ 주행형단속카메라 교체
25,000

20,000원*56대*12월

50,000원*56대*12월

40,000원*9대*12월

50,000원*12월

700,000원*1대

600,000원*1대

30,000원*2대*1회

100,000원*2대

200,000원*2대*2회

1,568,360원*51대

620,000원*12월

1,000,000원*12월

135,000원*12월

15,000,000원*1식

8,000,000원*1대

5,500,000원*1대

10,000원*9명*60일

20,000원*3명*42일

80,000원*5명*5회

80,000원*5명*4회

25,000,000원*5대

25,000,000원*1대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단위: 불법 주정차단속(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 주정차 규제봉 설치
30,000

03 시설부대비 1,296 1,620 △324

□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시설부대비
1,296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주차장특별회계) 67,878 83,878 △16,000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67,878 83,878 △16,000

201 일반운영비 55,978 64,978 △9,000

01 사무관리비 24,750 35,750 △11,000

□ 일반수용비 17,250

○ 차량무상점검 물품구입비
9,000

○ 불법자동차등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및
설치 1,000

○ 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등 유인
4,000

○ 프린터기 토너 구입 1,800

○ 사무용품 구입 1,000

○ 모범관리사업체 감사패 제작
450

□ 급량비 7,000

○ 의무보험미가입자 가입독려 업무추진
1,600

○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1,920

○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추진
2,880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600

□ 임차료 500

○ 무단방치차량 견인 장비임차
500

02 공공운영비 31,228 26,228 5,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8,308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우편료
4,251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발송우편료
5,465

○ 의무보험 부과고지서 발송우편료
6,072

○ 반송우편료 2,520

□ 시설장비유지비 12,920

○ 무단방치사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960

○ 무보험운행사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960

30,000,000원*1식

180,000,000원*0.72%

5,000원*300대*2일*3회

100,000원*5개소*2회

100원*10,000매*4종

300,000원*6개

20,000원*10종*5회

150,000원*3개

8,000원*4명*50일

8,000원*4명*60일

8,000원*4명*90일

8,000원*3명*25일

500,000원*1회

2,530원*140건*12월

2,530원*180건*12월

2,530원*200건*12월

2,100원*100건*12월

330,000원*12월

330,000원*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단위: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 의무보험 가입안내 모바일전자고지 시스
템 유지관리비 5,000

202 여비 11,180 11,180 0

01 국내여비 11,180 11,180 0

□ 무단방치, 무보험운행사건 피의자 소재수
사 1,080

□ 무단방치, 무보험사건 피의자 수사접견
960

□ 체납과태료 징수 독려
540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1,800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1,8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입원환자 민
관합동점검 2,000

□ 자동차관리사업체 시군 교류단속
2,000

□ 특별사법경찰관 교육참석
1,000

301 일반보전금 720 720 0

11 행사실비지원금 720 720 0

□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720

주차시설 예비비(주차장특별회계) 2,033,268 30,557 2,002,711

예비비 2,033,268 30,557 2,002,711

801 예비비 2,033,268 30,557 2,002,711

01 일반예비비 33,268 30,557 2,711

□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
33,268

03 내부유보금 2,000,000 0 2,000,000

□ 내부유보금 2,000,000

5,000,000원*1식

20,000원*3명*18일

80,000원*3명*4일

20,000원*3명*9일

20,000원*3명*30일

20,000원*3명*30일

100,000원*2명*10일

100,000원*2명*10일

100,000원*2명*5일

8,000원*15명*6회

33,268,000원

2,0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