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단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7,949,491 6,578,732 1,370,759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208,609 149,411 59,198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208,609 149,411 59,198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21,340 121,228 112

201 일반운영비 53,580 51,780 1,800

01 사무관리비 51,180 48,780 2,400

○ 고지서(안내문) 제작 전산운영비 26,400

― 지방세 고지서 제작

22,000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4,400

○ 지방세법 편람 구입 1,500

○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9,600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68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관리비

9,6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2,400

55,000원*40박스*10회

55,000원*10박스*8회

60,000원*25권

60,000원*20개소*8회

70,000원*4명*6회

800,000원*12월

80원*30,000건

02 공공운영비 2,400 3,000 △600

○ ARS 전화요금 2,40040,000원*5대*12월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 1,0001,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3,000 0 3,000

11 기타보상금 3,000 0 3,000

○ 세외수입 증대방안 우수제안 시상금

3,0003,000,000원*1식

308 자치단체등이전 63,760 0 63,76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3,760 0 63,760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2,489

○ 통합지방세(Wetax)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3,807

○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714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750

22,489,000원*1식

13,807,000원*1식

714,000원*1식

26,750,000원*1식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87,269 28,183 59,086

201 일반운영비 27,269 28,183 △914

01 사무관리비 9,840 18,349 △8,509

○ 지방세 전산장비 운영 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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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단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세 ARS 시스템 음성보드

4,400

― 지방세 ARS 서버 440

― 고속프린터 토너 5,000

4,400,000원*1개

440,000원*1개

500,000원*10개

02 공공운영비 17,429 9,834 7,59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 시스템 유지보

수 5,601

○ 지방세 자동응답 시스템 유지보수

78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

수 4,052

○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3,000

○ 세외수입 시스템(오라클) 유지보수

3,996

466,750원*12월

65,000원*12월

337,600원*12월

250,000원*12월

332,920원*12월

405 자산취득비 60,000 0 6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0 60,000

○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봉함 일괄처리기 구

입 60,00060,000,000원*1대

회계업무 운영 130,702 126,102 4,600

회계업무의 전문화 130,702 126,102 4,600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83,034 78,434 4,600

201 일반운영비 49,034 48,034 1,000

01 사무관리비 24,756 41,492 △16,736

○ 전자입찰 시스템(G2b)사용료

10,000

○ 물가정보지(4종) 구입 1,128

○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900

○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200

○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3,528

○ 공사 계약 금액 조정(ES/DS) 검토 수수료

5,000

20,000원*500건

23,500원*4부*12월

450,000원*2질

70,000원*10인*6회

7,000원*7인*6일*12월

1,000,000원*5건

02 공공운영비 24,278 6,542 17,736

○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542

― 회계관계공무원 2,720

― 회계관계공무원(회계보조) 1,485

― 회계관계공무원(실과소및 읍면 보조)

2,337

○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2,172

○ 하자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4,140

○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7,344

160,000원*17명

45,000원*33명

19,000원*123명

181,000원*12월

345,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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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회계업무 운영

단위: 회계업무의 전문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약관리 프로그램(본청, 읍면)

4,692

― 적격심사 프로그램(본청) 2,652

○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4,080

391,000원*12월

221,000원*12월

340,000원*12월

202 여비 6,000 2,400 3,600

01 국내여비 6,000 2,400 3,600

○ 주요시책 및 사업장 점검

6,00020,000원*5인*5일*12월

203 업무추진비 28,000 28,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0 28,000 0

○ 군정역점 시책추진 15,000

○ 열린행정 활성화 추진 10,000

○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3,000

1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 26,668 26,668 0

201 일반운영비 26,668 26,668 0

01 사무관리비 26,668 26,668 0

○ 2015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16,968

― 2015회계연도 결산서 10,452

― 201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6,516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8,000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급량비

700

○ 결산검사장(일반회계)운영비

1,000

174,200원*60부*1회

108,600원*60부*1회

100,000원*4인*20일

7,000원*5인*20일

1,000,000원*1식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21,000 21,000 0

201 일반운영비 21,000 21,000 0

01 사무관리비 21,000 21,000 0

○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5,000

○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16,000

50,000원*100부

16,000,000원*1회

지방세 부과업무 232,322 274,689 △42,367

지방세 부과업무 179,851 184,263 △4,412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1,120 11,120 △10,000

201 일반운영비 1,120 11,120 △10,000

01 사무관리비 1,120 11,120 △10,00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070,000원*8인*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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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지방세 부과업무

단위: 지방세 부과업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178,143 172,555 5,588

101 인건비 80,373 74,785 5,58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373 74,785 5,588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70,173

― 급여 60,180

― 주휴수당 4,012

― 건강보험료 1,827

― 국민연금보험료 2,709

― 고용보험료 903

― 산재보험료 542

○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10,200

59,000원*17인*60일

59,000원*17인*4일

60,180,000원*3.035%

60,180,000원*4.5%

60,180,000원*1.5%

60,180,000원*0.9%

20,000원*17인*30일

201 일반운영비 97,770 97,770 0

01 사무관리비 97,770 97,770 0

○ 부동산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

1,400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84,000

○ 개별주택가격 관련양식 인쇄 및 제작

4,000

○ 개별주택가격 홍보현수막 제작

4,800

○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급량비

3,570

70,000원*10인*2회

3,360원*25,000회

4,000,000원*1회

60,000원*20개소*4회

7,000원*17인*30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88 588 0

201 일반운영비 588 588 0

01 사무관리비 588 588 0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사용업무추진 급량비

5887,000원*7일*12월

체납세 징수 52,471 90,426 △37,955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52,471 90,426 △37,955

101 인건비 13,709 15,972 △2,26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09 15,972 △2,263

○ 체납 콜센터 운영 및 전산입력 13,709

― 급여 10,290

― 주휴수당 1,960

― 건강보험료 385

― 연금보험료 552

― 고용보험료 215

― 산재보험료 307

49,000원*1인*21일*10월

49,000원*1인*40주

12,250,000원*1인*3.14%

12,250,000원*1인*4.5%

12,250,000원*1인*1.75%

12,250,000원*1인*2.5%

201 일반운영비 13,082 26,774 △13,692

01 사무관리비 4,700 16,900 △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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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지방세 부과업무

단위: 체납세 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세 체납자 공매감정평가 수수료

1,000

○ 부동산 압류 체납처분 수수료

500

○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수당

560

○ 신용평가 정보 이용 수수료 2,640

500,000원*2건

1,000원*500건

70,000원*4인*2회

22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8,382 9,874 △1,492

○ 징수 전담차량 자동차세 300

○ 징수 전담차량 보험료 400

○ 징수 전담차량 유류대

3,176

○ 징수 전담차량 수선유지비 2,000

○ 징수전담 핸드폰 이용료 819

○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PDA,영상인식

시스템) 1,687

300,000원*1회*1대

400,000원*1회*1대

1,323원*200ℓ *1대*12월

2,000,000원*1대

68,200원*12월

241,000원*7월

202 여비 7,680 7,680 0

01 국내여비 7,680 7,680 0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 여비

7,68080,000원*4인*6일*4회

303 포상금 18,000 18,000 0

01 포상금 18,000 18,000 0

○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금 14,000

― 징수율 올리기 7,000

― 체납액 줄이기 7,000

○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2,000

○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 2,000

7,000,000원*1회

7,000,000원*1회

1,000,000원*2회

2,000,000원*1회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3,861,519 5,496,119 △1,634,600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30,295 30,295 0

국·공유재산 권리 보전 30,295 30,295 0

201 일반운영비 30,295 30,295 0

01 사무관리비 30,295 30,295 0

○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전 및 보전등기 수수료

9,000

○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0

○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0

○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인지대 및 우편송달

료 1,120

○ 공유재산 온비드(공매)이용 수수료

1,175

30,000원*300필지

200,000원*50필지

150,000원*60필지

14,000원*80필지

235,000원*5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3,089,729 2,095,070 994,659

청사시설 보수 437,800 584,700 △1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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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437,800 584,700 △146,900

01 시설비 437,800 584,700 △146,900

○ 본청 건물 정밀안전진단

20,000

○ 구)북평면사무소 민원실 건물 철거

35,000

○ 읍·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100,800

○ 화산면사무소 건물 정밀안전진단

10,000

○ 읍면청사 수목 정비 14,000

○ 해남읍사무소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10,000

○ 해남읍사무소 게시판 설치

5,000

○ 해남읍 화장실 보수 5,000

○ 본청 및 읍면사무소 보안등 및 전기시설 보

수 10,000

○ 현산면사무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

10,000

○ 현산면사무소 차고지 설치공사

20,000

○ 북평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10,000

○ 북평면사무소 탕비실 정비 5,000

○ 북일면사무소 회의실 보수 5,000

○ 옥천면사무소 탕비실 설치 5,000

○ 옥천면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28,000

○ 마산면사무소 차고지 석면철거 및 지붕교체

20,000

○ 마산면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

15,000

○ 계곡면사무소 외벽 도색공사

20,000

○ 계곡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

15,000

○ 산이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10,000

○ 문내면사무소 탕비실 설치 및 정비

20,000

○ 화원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20,000

○ 화원면사무소 2층 창호 교체

15,000

○ 여성회관 강의실 개보수 10,000

20,000,000원*1개소

35,000,000원*1동

7,200,000원*14개소

10,000,000원*1개소

1,000,000원*14개소

10,000,000원*1식

5,000,000원*1개소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청사 관리 1,514,669 1,510,370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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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10,032 4,950 5,08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92 1,200 5,292

○ 청사시설 관리자 피복비 1,200

○ 청소인부 급량비 5,292

200,000원*3인*2회

7,000원*3인*21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40 3,750 △210

○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

3,54059,000원*1인*20일*3월

201 일반운영비 1,504,637 1,495,820 8,817

01 사무관리비 83,069 96,829 △13,760

○ 본청 및 고용복지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

행 수수료 9,888

○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3,572

○ 본청 및 읍·면 노후 소화기 교체

3,500

○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멀티탭)

800

○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형광램프)

1,242

○ 본청 청사 시설관리용 소모품(철물) 구입

1,200

○ 본청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716

○ 청사 물탱크 청소비 7,160

○ 청사 방역 소독비 9,200

○ 청사 청소용품 구입 1,800

○ 화장실 소모품 구입 10,800

○ 본청 화장실 비데 소모품 구입

3,000

○ 본청 화장실 비데 수리비

375

○ 본청 정수기 비데 스팀청소(31대)

6,180

○ 본청 복도 및 사무실 왁스 청소

3,000

○ 본청 사무실 정수기 소모품 교체

1,200

○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료 2,088

○ 청사 환경정비 꽃 구입 3,600

○ 실내 화단 식재·관리(3개소)

3,708

○ 본청 청사관리용 종량제 봉투구입

5,040

○ 물품 전자태그 라벨 구입 5,000

824,000원*12월

1,786,000원*2회

35,000원*100개

20,000원*400명*10%

3,000원*1,380개*30%

20,000원*5종*12월

716,000원*1회

3,580,000원*2회

1,840,000원*5회

30,000원*5종*12월

30,000원*30박스*12월

10,000원*25대*12회

50,000원*25대*30%

515,000원*12회

1,500,000원*2회

200,000원*6회

174,000원*12월

900,000원*4회

1,236,000원*3개소

1,050원*20장*20일*12월

1,000원*5,000개

02 공공운영비 1,421,568 1,398,991 22,577

○ 소방안전 협회비 10010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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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고용복지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수수료

1,800

○ 고용복지센터 방화관리대행 용역비

2,472

○ 본청 방화관리업무 대행 용역비

8,034

○ 본청 비상발전기 연료비

1,271

○ 읍·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4,690

○ 본청 및 읍·면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

17,280

○ 본청 안내실 및 장암차고지 기사대기실 난방

연료비 2,213

○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시설)

153,805

○ 영조물 배상 공제회 156,927

○ 공유재산 시설유지비 3,000

○ 본청 건물 유지비(건축,설비,전기,소방)

51,498

○ 해남읍사무소 건물 유지비

12,512

○ 삼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5,639

○ 화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4,913

○ 현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7,599

○ 송지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5,409

○ 북평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5,560

○ 북일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7,902

○ 옥천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7,109

○ 계곡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4,248

○ 마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5,905

○ 황산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6,008

○ 산이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3,951

○ 문내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6,038

○ 화원면사무소 건물 유지비

6,256

150,000원*12월

206,000월*12월

669,500원*12월

1,323원*80ℓ *1대*12월

1,503원*80ℓ *13대*3개월

300,000원*192대*30%

922원*200ℓ *2개소*6월

153,805,000원*1회

156,927,000원*1회

3,000,000원*1개소

6,050원*연면적8,512㎡

6,050원*연면적2,068㎡

6,050원*연면적932㎡

6,050원*연면적812㎡

6,050원*연면적1,256㎡

6,050원*연면적894㎡

6,050원*연면적919㎡

6,050원*연면적1,306㎡

6,050원*연면적1,175㎡

6,050원*연면적702㎡

6,050원*연면적976㎡

6,050원*연면적993㎡

6,050원*연면적653㎡

6,050원*연면적998㎡

6,050원*연면적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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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고용복지센터 건물 유지비

9,656

○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

12,693

○ 본청 전기 사용료 188,760

○ 보건소 전기 사용료 40,800

○ 고용복지센터(희망복지담당 등) 전기 사용료

9,960

○ 농업기술센터 전기 사용료

108,000

○ 여성회관 전기 사용료 13,200

○ 고산유적지 전기 사용료 72,000

○ 도립공원 전기사용료 2,160

○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 9,600

○ 우수영관광지 관리사업소 전기사용료

21,000

○ 14개 읍·면 전기 사용료

180,000

○ 부대시설 전기사용료(차고지등)

7,800

○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

141,600

○ 본청 상수도 사용료 15,840

○ 보건소 상수도 사용료 6,600

○ 고용복지센터(희망복지 등) 상수도 사용료

3,000

○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사용료

13,200

○ 여성회관 상수도 사용료 2,400

○ 땅끝관광지 상수도 사용료

39,600

○ 읍·면 상수도 사용료

9,240

○ 문화예술회관 상수도 사용료

13,200

○ 공유재산 공공요금 2,400

○ 유선방송 사용료 1,920

○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

6,050원*연면적1,596㎡

6,050원*연면적2,098㎡

15,730,000원*12월

3,400,000원*12월

830,000원*12월

9,000,000원*12월

1,100,000원*12월

6,000,000원*12월

180,000원*12월

800,000원*12월

1,750,000원*12월

15,000,000원*12월

650,000원*12월

11,800,000원*12월

1,320,000원*12월

550,000원*12월

250,000원*12월

1,100,000원*12월

200,000원*12월

3,300,000원*12월

110,000원*7개 읍·면*12월

1,100,000원*12월

200,000원*1개소*12월

160,000원*12월

400,000원*12월

송지면사무소 신축 1,137,260 0 1,137,260

201 일반운영비 1,260 0 1,260

01 사무관리비 1,260 0 1,260

○ 면청사신축 추진 운영비(심사위원 수당)

1,26070,000원*9명*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136,000 0 1,136,000

01 시설비 1,108,400 0 1,1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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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1,000,000

○ 송지면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8,400

1,000,000,000원*1동

2,000,000,000원*5.42%

02 감리비 22,600 0 22,600

○ 송지면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22,6002,000,000,000원*1.13%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송지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5,0005,000,000원*1식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142,695 283,554 △140,859

차량 유지 관리 142,695 283,554 △140,859

201 일반운영비 95,195 106,054 △10,859

01 사무관리비 8,800 5,210 3,590

○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1,880

○ 차량 온비드(공매) 이용 수수료

1,500

○ 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료 1,920

○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3,500

470,000원*4회

300,000원*5회

160,000원*12월

500,000원*7대

02 공공운영비 86,395 100,844 △14,449

○ 자동차세(본청) 2,250

○ 자동차 보험료(본청) 5,850

○ 자동차검사 수수료 405

○ 공용차량 위성방송수신료

1,080

○ 자동차 유류대(승용,경형)

28,858

○ 자동차 유류대(승합,화물)

31,752

○ 차량수리비 16,200

250,000원*9대

650,000원*9대

45,000원*9대

30,000원*3대*12월

1,503원*400ℓ *4대*12월

1,323원*400ℓ *5대*12월

600,000원*9대*3회

303 포상금 7,500 7,500 0

01 포상금 7,500 7,500 0

○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포상금

7,500150,000원*50명

405 자산취득비 40,000 170,000 △13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170,000 △130,000

○ 업무용 소형 화물차 교체(송지,마산)

40,00020,000,000원*2대

물품관리 운영 121,800 87,200 34,600

냉난방기 관리 28,200 36,000 △7,800

405 자산취득비 28,200 36,000 △7,8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200 36,000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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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물품관리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냉난방기 교체 28,2002,350,000원*12대

사무용 가구 관리 93,600 51,200 42,400

405 자산취득비 93,600 51,200 42,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3,600 51,200 42,400

○ 노후 책상·탁자 교체 24,000

○ 업무용 의자 교체 16,000

○ 캐비넷 교체 6,000

○ 읍·면 보조탁자 구입

19,600

○ 읍·면 보조의자 구입

28,000

300,000원*80개

200,000원*80개

300,000원*20개

70,000원*20개*14읍면

20,000원*100개*14읍면

본청 청사 신축 사업 477,000 3,000,000 △2,523,000

본청 청사 신축사업 477,000 3,000,000 △2,523,000

201 일반운영비 57,000 0 57,000

01 사무관리비 57,000 0 57,000

○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7,000

○ 군청사부지 감정평가 및 이전수수료

50,000

70,000원*25명*4회

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20,000 0 420,000

01 시설비 420,000 0 420,000

○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용

역 350,000

○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전

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0

○ 군청사후보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20,000

3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199,480 196,840 2,640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24,000 24,000 0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24,000 24,000 0

204 직무수행경비 24,000 24,000 0

03 특정업무경비 24,000 24,000 0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본청)

24,000100,000원*20인*12월

기본경비(세무회계과) 175,480 172,840 2,640

기본경비(세무회계과) 71,560 71,560 0

201 일반운영비 31,000 31,000 0

01 사무관리비 31,000 31,000 0

○ 부서운영비(총액) 31,00031,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0,560 40,56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300 36,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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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단위: 기본경비(세무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부군수 36,3003,025,000원*12월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0 4,260 0

○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정원31인)

4,260355,000원*12월

기본경비(세정담당) 15,600 17,280 △1,680

201 일반운영비 5,040 5,040 0

01 사무관리비 5,040 5,040 0

○ 세정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10,560 12,240 △1,680

01 국내여비 10,560 12,2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경리담당) 23,904 22,560 1,344

201 일반운영비 8,064 6,720 1,344

01 사무관리비 8,064 6,720 1,344

○ 경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5,840 15,840 0

01 국내여비 15,840 15,840 0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부과담당) 25,680 20,640 5,040

201 일반운영비 10,080 6,720 3,360

01 사무관리비 10,080 6,720 3,360

○ 부과담당 업무추진급량비 10,08010,080,000원

202 여비 15,600 13,920 1,680

01 국내여비 15,600 13,920 1,680

○ 기본 국내여비 15,60015,600,000원

기본경비(징수담당) 12,912 12,240 672

201 일반운영비 4,032 3,360 672

01 사무관리비 4,032 3,360 672

○ 징수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8,880 8,880 0

01 국내여비 8,880 8,880 0

○ 기본 국내여비 8,8808,880,000원

기본경비(재산관리담당) 25,824 28,560 △2,736

201 일반운영비 8,064 6,720 1,344

01 사무관리비 8,064 6,720 1,344

○ 재산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7,760 21,840 △4,080

01 국내여비 17,760 21,840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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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단위: 기본경비(세무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 국내여비 10,56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7,200

10,560,000원

7,200,000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313,711 332,118 △18,407

읍.면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54,000 54,000 0

읍.면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54,000 54,000 0

204 직무수행경비 54,000 54,000 0

03 특정업무경비 54,000 54,000 0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읍.면)

54,000100,000원*45인*12월

읍.면 기본경비(세무회계과) 259,711 278,118 △18,407

읍.면 기본경비(세무회계과) 259,711 278,118 △18,407

201 일반운영비 240,511 258,918 △18,407

02 공공운영비 240,511 257,118 △16,607

○ 지방세 관리 운영비 140,400

― 읍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97,500

― 읍면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우편료

42,900

○ 읍사무소 징수차량 운영비 5,576

― 자동차세 400

― 보험료 500

― 유류대 3,176

― 차량 수선 유지비 1,500

○ 재산관리담당 공공운영비 94,535

― 자동차 검사수수료 600

― 자동차 보험료(읍·면) 7,500

― 자동차세(읍·면) 2,550

― 읍사무소 승용자동차 유류대

3,969

― 화물자동차 유류대

55,566

― 읍사무소 승용자동차 수리비

750

― 읍면 화물자동차 수리비

18,200

― 차량관리 5,400

1,950원*50,000건

1,950원*22,000건

400,000원*1대

500,000원*1대

1,323원*200ℓ *1대*12월

1,500,000원*1대

40,000원*15대

500,000원*15대

170,000원*15대

1,323원*250ℓ *1대*12월

1,323원*250ℓ *14대*12월

750,000원*1대

1,300,000원*14대

30,000원*15대*12월

202 여비 19,200 19,200 0

01 국내여비 19,200 19,200 0

○ 읍면 체납세 징수관외여비

19,20080,000원*10인*4일*6월

재무활동(세무회계과) 3,000,000 0 3,000,000

내부거래지출(세무회계과) 3,000,000 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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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재무활동(세무회계과)

단위: 내부거래지출(세무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내부거래지출(세무회계과) 3,000,000 0 3,000,000

702 기금전출금 3,000,000 0 3,000,000

01 기금전출금 3,000,000 0 3,000,000

○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전출금

3,000,0003,000,000,000원*1식

지방세연구원 출연 3,148 3,453 △305

지방세연구원 출연 3,148 3,453 △305

지방세연구원 출연 3,148 3,453 △305

306 출연금 3,148 3,453 △305

01 출연금 3,148 3,453 △305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483,148,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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