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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207~208, 세부사업설명서 P291]

                                                       

부서ㆍ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사유

주차관리과(주차장 특별회계) 15.718,324 15,255,907 462,417

세외수입 10,781,324 10,371,907 409,417

경상적 세외수입 6,526,408 6,379,656 146,752

사용료수입 6,454,408 6,307,656 146,752

기타사용료 6,454,408 6,307,656 146,752

1) 견인수수료

1)견인차량 보관료

1)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1)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

550,200

48,708

4,106,100

1,749,400

667,800

63,468

4,103,400

1,472,988

△117,600

△14,760

2,700

276,412

- 견인차량 감소로 견인 수수료,

보관료 감소

-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단속

시행으로 인한 수입료 증대

이자수입 72,000 72,00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0 72,000 0

임시적 세외수입 4,254,916 3,992,251 262,665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777,191 2,319,426 457,765

과태료(불법주차과태료수입) 2,777,191 2,319,426 457,765
-마곡지구 등 단속건수 증가로 징수율
증가

지난연도수입 1,477,725 1,672,825 △195,100

불법 주차과태료 수입 1,477,725 1,672,825 △195,100 -총 체납액 감소로 예상 징수액 감소

보조금 242,000 242,000 0

시·도비 보조금등 242,000 242,000 0

시·도비 보조금등 242,000 242,000 0

1)그린파킹 사업

1)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사업

1)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216,000

6,000

20,000

216,000

6,000

20,000

0

0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95,000 4,642,000 53,000

보전수입등 4,695,000 4,642,000 53,000

순세계잉여금 4,695,000 4,642,000 53,000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계 결산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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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예산안 P515~525, 세부사업설명서 P292~31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
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주차관리과 15,718,324 15,255,907 462,417

주차질서 확립 12,404,271 12,231,429 172,842

공영주차장 건설 753,116 1,216,111 △462,995

예비비 101,116 538,111 △436,995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증가로 감액

주택가소규모공동주차장건설 152,000 0 152,000

업무추진비 2,000 0 2,00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0 0 150,000 -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타당성 용역비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500,000 0 50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 0 500,000 - 등서초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비 및 공사비

Green Parking사업 471,580 459,255 12,325

Green Parking사업 471,580 459,255 12,325

일반운영비 9,000 8,555 445
-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 인상

(그린파킹 CCTV )

업무추진비 1,500 1,500 0

직무수행경비 15,600 14,400 1,200 - 인원 증가(24명 → 26명)

민간이전 75,480 64,800 10,680 - 통합관제센터 CCTV 용역 인건비 인상

시설비 및 부대비 370,000 370,000 0

불법 주·정차 단속 2,326,436 2,040,087 286,349

불법 주·정차 관리 1,948,348 1,773,851 174,497

일반운영비 990,005 760,981 229,024
-단속공무원 증원(36→40명)으로 인한 피복비증액

-단속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사전통지)

업무추진비 15,000 15,000 0

연구개발비 43,000 22,000 21,000
-고정형 CCTV 프로그램 성능 개선 증액

(카메라 화소 등 번호인식모듈 개선)

일반보상금 14,738 20,670 △5,932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 인원 감소(3명→2명)

포상금 19,200 19,200 0

시설비 및 부대비 175,000 215,000 △40,000 -고정형 CCTV 설치(5대)

민간자본이전 570,000 570,000 0

자산취득비 121,405 151,000 △29,595
-주차단속알림서비스 구축
-단속차량(모닝) 1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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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
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378,088 266,236 111,852

일반운영비 357,772 246,420 111,352 - 단속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수시,체납분)

업무추진비 1,000 1,000 0

포상금 18,816 18,816 0

자산취득비 500 0 500-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시행 무선단말기 구입

주차시설물 관리 8,853,139 8,515,976 337,163

공영주차장 관리 1,340,148 1,405,420 △65,272

일반운영비 291,648 231,648 60,000 - 강서아파트 임시주차장 임대료 증액

업무추진비 2,500 2,500 0

시설비 및 부대비 1,046,000 1,171,272 △125,272
- 화곡8-2공영주차장증축 공사완료 감액

- 화곡2-1, 3-1, 6-1, 등촌2-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 2019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증액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68,000 64,000 4,000

인건비 24,000 20,000 4,000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인건비 증액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일반운영비 2,000 2,000 0

업무추진비 2,000 2,000 0

민간자본이전 40,000 40,000 0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7,444,991 7,046,556 398,435

전출금 7,212,699 6,873,734 338,965

- 정규직 보수인상(4%) 및 인원 증가(3.9명)로

보수 증액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인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10.9%)으로 증액

- 정규직 보수 인상으로 기타복리후생비 증액

(정규직 상여금 등)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 계상 등으로

사무관리비 증액

- 정규직 보수 인상에 따른 직원 경영 평가

평가급 증액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32,292 172,822 59,470
- 정보보안장비 임대 등 위탁 용역비 증액

-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용 차량 구매

비용 편성(공영주차팀 1대, 부정주차단속용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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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
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행정운영경비 3,314,053 3,024,478 289,575

인력운영비 3,058,997 2,779,399 279,598

인력운영비 3,058,997 2,779,399 279,598

인건비 2,485,193 2,361,981 123,212
- 봉급인상률 1.8% 인상 적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36명 → 40명)

직무수행경비 42,960 41,640 1,320

포상금 86,611 88,409 △1,798

연금부담금등 444,233 287,369 156,864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액 (종전 국민연금 적용)

기본경비 255,056 245,079 9,977

일반운영비 156,636 145,019 11,617
-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증액

-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사 청소인건비 분담금

인상

여비 87,360 84,000 3,360

업무추진비 4,860 4,860 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자산취득비 5,000 10,000 △5,000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 1대 교체비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