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

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안정적 세수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무회계과 1,625,332 1,649,507 △24,175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346,834 355,945 △9,111

안정적 세수 확보 133,479 136,775 △3,296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 34,934 38,230 △3,296

201 일반운영비 29,014 32,310 △3,296

01 사무관리비 29,014 32,310 △3,296

  ○ 지방세전산 운영 소모품 구입                21,704             25,000          △3,296

    - 초고속프린터기  드럼, 토너 등                21,704             25,000          △3,296  경정 21,704,000원 * 1식

수입관리 89,159 90,850 △1,691

지방세 체납액 징수 59,653 61,344 △1,691

201 일반운영비 46,523 48,214 △1,691

01 사무관리비 23,089 24,780 △1,691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홍보 현수막 제작                   600              1,200            △600

  ○ 재산압류등기 수입증지 구입                   150                300            △150

  ○ 자산관리공사공매대행수수료                 5,500              6,000            △500

  ○ 지방세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운영                 3,740              4,040            △300

  ○ 압류통지서 송부용 창봉투 구입                 2,059              2,200            △141

  경정 60,000원 * 10개소

  경정 3,000원 * 50매

  경정 275,000원 * 20건

  경정 3,740,000원 * 1식

  경정 110원 * 18,710매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 124,196 128,320 △4,124

주택가격 공시 99,406 102,530 △3,124

101 인건비 17,756 17,280 4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56 17,280 476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17,756             17,280              476  경정 32,880원*12명*90일*50%

201 일반운영비 75,950 79,55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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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73,450 77,050 △3,600

  ○ 주택특성표등 각종 서식 인쇄                 4,000              5,000          △1,000

  ○ 주택가격 현황 현장 조사도면 제작                 7,400             10,000          △2,600

  경정 10,000,000원*40%

  경정 20,000,000원*37%

재산세 부과 24,790 25,790 △1,000

201 일반운영비 22,350 23,350 △1,000

01 사무관리비 5,600 6,600 △1,000

  ○건물유상승계 취득세과표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건물평가수수료(5억초과10억이하가격기
    준)                 3,000              4,000          △1,000      경정 1,000,000원*3개소

재산관리(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954,446 962,662 △8,216

국공유재산관리 823,282 828,602 △5,320

일반재산관리 25,740 28,740 △3,000

201 일반운영비 21,340 24,340 △3,000

01 사무관리비 19,915 22,915 △3,000

  ○ 매각대상 감정평가 수수료                12,000             15,000          △3,000  경정 150,000원*40필지*2개소

청사관리 445,022 447,342 △2,320

201 일반운영비 443,102 445,422 △2,320

01 사무관리비 82,984 85,304 △2,320

  ○ 건물관리 소모품 구입비(본청,군민회관,구 보건소)                25,920             28,240          △2,320

    - 쓰레기 봉투(100ℓ)                 1,920              2,040            △120

    -  청소용품 및 청사관리 소모품                 4,000              6,000          △2,000

    - 샤워장 수건 구입비                   200                400            △200

  경정 1,020원*1,882장

  경정 4,000,000원*1식

  경정 2,000원*100장

물품관리 131,164 134,060 △2,896

차량관리 92,564 95,060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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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재산관리(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단위: 물품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85,424 87,440 △2,016

01 사무관리비 3,984 6,000 △2,016

  ○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3,984              6,000          △2,016  경정 83,000원*4대*12월

202 여비 5,040 5,320 △280

01 국내여비 5,040 5,320 △280

  ○ 도주관 운전원체육대회 참석 출장여비                 2,940              3,220            △280  경정 70,000원*21명*2일

301 일반보상금 2,100 2,300 △200

10 행사실비보상금 2,100 2,300 △200

  ○ 도주관 운전원체육대회 참석보상(배우자)금                 2,100              2,300            △200  경정 50,000원*21명*2일

불용물품 관리 3,600 4,000 △400

201 일반운영비 3,600 4,000 △400

01 사무관리비 3,600 4,000 △400

  ○ 불용물품 매각 프로그램(온비드) 사용료                   800              1,000            △200

  ○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                 2,800              3,000            △200

  경정 100,000원*8회

  경정 2,800,000원*1식

재정 지원(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108,755 112,920 △4,165

회계운영 108,755 112,920 △4,165

계약 및 회계운영 63,175 67,340 △4,165

207 연구개발비 15,835 20,000 △4,165

01 연구용역비 15,835 20,000 △4,165

  ○ 공사·용역 원가검토 및 물가변동 검토 용역비                15,835             20,000          △4,165

    - 고액                15,835             20,000          △4,165  경정 1,583,500원*10건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기타/기타) 85,297 87,980 △2,683

기본경비 44,797 47,480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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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본경비 44,797 47,480 △2,683

201 일반운영비 20,149 22,520 △2,371

01 사무관리비 20,149 22,520 △2,371

  ○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3,479             15,600          △2,121

  ○ 부속실 운영비                 4,750              5,000            △250

  경정 43,200원*26명*12월

  경정 4,750,000원

202 여비 24,648 24,960 △312

01 국내여비 24,648 24,960 △312

  ○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24,648             24,960            △312  경정 79,000원*26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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