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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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7,960,803 8,063,265 △102,462

도 2,500 2,500 0

군 7,958,303 8,060,765 △102,462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256,849 264,179 △7,33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256,849 264,179 △7,33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69,580 176,910 △7,330

207 연구개발비 45,000 50,000 △5,000

02 전산개발비 45,000 50,000 △5,000

○ 지방세 가상계좌 및 자동응답시스템 개인정

보 영향평가 45,000 50,000 △5,000경정 45,000,000원

301 일반보상금 670 3,000 △2,330

11 기타보상금 670 3,000 △2,330

○ 세외수입 증대방안 우수제안 시상금

670 3,000 △2,330경정 670,000원

지방세 부과업무 249,262 249,822 △560

도 2,500 2,500 0

군 246,762 247,322 △560

체납세 징수 69,411 69,971 △560

도 2,500 2,500 0

군 66,911 67,471 △560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60,411 60,971 △560

201 일반운영비 16,022 16,582 △560

01 사무관리비 7,640 8,200 △560

○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수당 0 560 △560경정 0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3,796,947 3,891,519 △94,572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3,009,169 3,089,729 △80,560

청사 관리 1,434,109 1,514,669 △80,560

201 일반운영비 1,424,077 1,504,637 △80,560

02 공공운영비 1,341,008 1,421,568 △80,560

○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시설)

135,805 153,805 △18,000

○ 영조물 배상 공제회 131,927 156,927 △25,000

○ 본청 전기 사용료 178,800 188,760 △9,960

○ 14개 읍·면 전기 사용료

162,000 180,000 △18,000

○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

132,000 141,600 △9,600

경정 135,805,000원

경정 131,927,000원

경정 178,800,000원

경정 162,000,000원

경정 132,000,000원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132,883 142,695 △9,812

차량 유지 관리 132,883 142,695 △9,812

201 일반운영비 85,383 95,195 △9,812

02 공공운영비 76,583 86,395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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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자동차 유류대(승용,경형)

23,808 28,858 △5,050

○ 자동차 유류대(승합,화물)

26,990 31,752 △4,762

경정 23,808,000원

경정 26,990,000원

물품관리 운영 117,600 121,800 △4,200

냉난방기 관리 24,000 28,200 △4,200

405 자산취득비 24,000 28,200 △4,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 28,200 △4,200

○ 냉난방기 교체 24,000 28,200 △4,200경정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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