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선진교통 문화조성
단위: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천원)

교통행정과 92,887 81,996 10,891

선진교통 문화조성 92,887 81,996 10,891

대중교통 활성화 92,887 81,996 10,89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0,820 7,734 3,086

101 인건비 5,418 4,829 589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주차

    ·연차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829 5895,418

5,418

4,00840,078원*2명*50일

80240,078원*2명*10일

16140,078원*2명*2일

2244,971,000원*4.5%

654,971,000원*1.3%

254,971,000원*0.5%

1274,971,000원*2.54%

 6  127,000원*4.05%

201 일반운영비 5,402 2,905 2,497

01  사무관리비

  ○홍보현수막 제작

02  공공운영비

  ○우편료

    ·부과안내 예고문 발송

    ·고지서(등기)

    ·고지서(일반)

    ·독촉장(등기)

    ·독촉장(일반)

    ·압류예고 및 통지등기

280 0280

28070,000원*4개

2,625 2,4975,122

5,122

1,7201,720원*1,000매

1,7501,750원*1,000매

125250원*500매

8751,750원*500매

50250원*200매

6021,720원*350매

법규위반 자동차지도 72,395 69,362 3,033

201 일반운영비 72,395 69,362 3,033

01  사무관리비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제작

  ○이륜자동차 민원서식 제작

10,780 △2,8607,920

 500  10,000원*50권

8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선진교통 문화조성
단위: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천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변경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신청서

    ·이륜자동차 신고동의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사전처분 통지서 제작

    ·고지서 제작

    ·체납고지서 제작

    ·프린터 토너구입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징수

    ·과태료고지서 제작

    ·체납고지서 제작

    ·정기검사 안내서 제작

    ·프린터 토너 구입

02  공공운영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우편료

    ·사전처분 통지서

    ·부과고지서(일반)

    ·독촉장(일반)

    ·압류통지서(일반)

    ·체납고지서(일반)

    ·재산압류 예고서(창봉투 등기)

  ○무보험 차량운행자 출석요구서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징수 우편료

    ·고발장(등기)

    ·고지서(일반)

    ·사전처분통지서(등기)

20010,000원*20권

 100  10,000원*10권

 100  10,000원*10권

10010,000원*10권

 200  10,000원*20권

10010,000원*10권

3,056

66066,000원*10박스

1,05666,000원*16박스

66066,000원*10박스

680170,000원*4개

3,564

85866,000원*13박스

72666,000원*11박스

28070,000원*4박스

1,700170,000원*10개

58,582 5,89364,475

31,750

 15,750  1,750원*250건*3회*12월

1,750250원*7,000매

1,125250원*4,500매

1,125250원*4,500매

5,000250원*10,000매*2회

 7,000  1,750원*2,000건*2회

 6,300  1,750원*1,200건*3회

26,425

5,2501,750원*3,000매

1,250250원*5,000매

10,5001,750원*6,000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교통행정과
정책: 선진교통 문화조성
단위: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천원)

    ·압류통지서(일반)

    ·체납독촉장

    ·정기검사 고발 예고문(일반)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등기)

1,000250원*4,000매

2,800250원*5,600매*2회

 1,250  250원*5,000매

 4,375  1,750원*2,500매

운전자 환경개선 4,450 4,900 △450

201 일반운영비 2,850 3,300 △450

01  사무관리비

  ○선진교통문화 정착 추진

    ·전단 제작

    ·현수막 제작

    ·어깨띠 제작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전단

  ○운전기사휴게실 관리

3,300 △4502,850

1,400

30030원*10,000매

70070,000원*10매

4004,000원*100매

650

35070,000원*5매

30030원*10,000매

800200,000원*4회

203 업무추진비 1,600 1,6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시책 추진

1,600 01,600

1,6001,600,000원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5,222 0 5,222

202 여비 3,222 0 3,222

01  국내여비

  ○무보험 차량운행 수배자 신병인수

    ·일비

    ·식대

    ·유류 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0 3,2223,222

3,222

60020,000원*3명*10건

84021,000원*4명*10건

1,1821,477원*40리터*2회*10건

60030,000원*2회*10건

301 일반보상금 2,000 0 2,000

12  기타보상금

  ○무보험 차량운행 수배자호송 보상

0 2,0002,000

 2,000  200,000원*1명*1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