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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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4,731,166 7,949,491 △3,218,325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170,573 208,609 △38,03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70,573 208,609 △38,03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46,970 121,340 25,630

201 일반운영비 62,600 53,580 9,020

01 사무관리비 50,600 51,180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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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2,400

○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수수료

1,320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모듈 구입 7,700

55,000원*40박스*10회

55,000원*10박스*8회

60,000원*25권

60,000원*20개소*8회

70,000원*4명*6회

80원*30,000건

110,000원*1개소*12개월

7,7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2,000 2,400 9,600

○ ARS 전화요금 2,4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관리비

9,600

40,000원*5대*12월

800,000원*12월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 1,0001,000,000원*1식

308 자치단체등이전 63,289 63,760 △471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3,289 63,760 △471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2,257

○ 통합지방세(Wetax)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6,764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3,000

○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1,268

22,257,000원*1식

16,764,000원*1식

23,000,000원*1식

1,268,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81 0 1,581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581 0 1,581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1,5811,581,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8,500 0 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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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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00 0 18,500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시스템 구입

18,50018,500,000원*1식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3,603 87,269 △63,666

201 일반운영비 23,603 27,269 △3,666

01 사무관리비 5,500 9,840 △4,340

○ 지방세 전산장비 운영 5,500

― 고속프린터 토너 5,500550,000원*10개

02 공공운영비 18,103 17,429 674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자동응답) 시

스템 유지보수 6,186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

수 2,928

○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3,069

○ 세외수입 시스템(오라클) 유지보수

3,720

○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봉함일괄처리기 유지

보수 2,200

515,417원*12월

244,000원*12월

255,750원*12월

310,000원*12월

200,000원*11월

회계업무 운영 140,578 130,702 9,876

회계업무의 전문화 140,578 130,702 9,876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92,410 83,034 9,376

201 일반운영비 56,010 49,034 6,976

01 사무관리비 31,732 24,756 6,976

○ 전자입찰 시스템(G2b)사용료

12,000

○ 물가정보지(4종) 구입 1,128

○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900

○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7,000

○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4,704

○ 공사 계약 금액 조정(ES/DS) 검토 수수료

6,000

20,000원*600건

23,500원*4부*12월

450,000원*2질

70,000원*10인*10회

7,000원*7인*8일*12월

1,000,000원*6건

02 공공운영비 24,278 24,27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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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 6,000 2,400

01 국내여비 8,400 6,000 2,400

○ 주요시책 및 사업장 점검

8,40020,000원*7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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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68 26,668 5,500

201 일반운영비 32,168 26,668 5,500

01 사무관리비 32,168 26,668 5,500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16,968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0,452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6,516

○ 2016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5,000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8,000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급량비

700

○ 결산검사장(일반회계)운영비

1,500

174,200원*60부*1회

108,600원*60부*1회

50,000원*100부

100,000원*4인*20일

7,000원*5인*20일

1,500,000원*1식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6,000 21,000 △5,000

201 일반운영비 16,000 21,000 △5,000

01 사무관리비 16,000 21,000 △5,000

○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16,00016,000,000원*1회

지방세 부과업무 245,974 232,322 13,652

지방세 부과업무 186,177 179,851 6,326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6,120 1,120 5,000

201 일반운영비 6,120 1,120 5,000

01 사무관리비 6,120 1,120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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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5,0002,000원*2,500부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179,469 178,143 1,326

101 인건비 81,699 80,373 1,32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699 80,373 1,326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71,499

― 급여 61,200

― 주휴수당 4,080

― 건강보험료 1,996

― 국민연금보험료 2,754

― 고용보험료 918

― 산재보험료 551

○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10,200

60,000원*17인*60일

60,000원*17인*4일

61,200,000원*3.26%

61,200,000원*4.5%

61,200,000원*1.5%

61,2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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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97 52,471 7,326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59,797 52,471 7,326

101 인건비 14,764 13,709 1,05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64 13,709 1,055

○ 체납 콜센터 운영 및 전산입력 14,764

― 급여 10,920

― 주휴수당 2,288

― 건강보험료 431

― 연금보험료 595

― 고용보험료 199

― 산재보험료 331

52,000원*1인*21일*10월

52,000원*1인*44주

13,208,000원*1인*3.26%

13,208,000원*1인*4.5%

13,208,000원*1인*1.5%

13,208,000원*1인*2.5%

201 일반운영비 19,353 13,082 6,271

- 4 -



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지방세 부과업무

단위: 체납세 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8,340 4,700 3,640

○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

4,840

○ 지방세 업무 활성화 및 읍면 지도점검 급량

비 3,500

4,840,000원*1식

125,000원*14개소*2회

02 공공운영비 11,013 8,382 2,631

○ 징수 전담차량 자동차세 300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수수료

500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비 1,200

○ 징수 전담차량 보험료 400

○ 징수 전담차량 유류대

2,902

○ 징수 전담차량 수선유지비 2,000

○ 징수전담 핸드폰 이용료 819

○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PDA,영상인식

시스템) 2,892

300,000원*1회*1대

1,000원*500건

120,000원*10건

400,000원*1회*1대

1,209원*200ℓ *1대*12월

2,000,000원*1대

68,200원*12월

241,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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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2,979 3,861,519 △1,198,540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24,345 30,295 △5,950

공유재산 권리 보전 24,345 30,295 △5,950

201 일반운영비 21,545 30,295 △8,750

01 사무관리비 21,545 30,295 △8,750

○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전 및 보전등기 수수료

3,000

○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0

○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500

○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인지대및 우편송달료

1,120

○ 공유재산 온비드(공매)이용 수수료

1,175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1,750

30,000원*100필지

200,000원*50필지

150,000원*30필지

14,000원*80필지

235,000원*5회

70,000원*5인*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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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2,800 0 2,800

01 국내여비 2,800 0 2,800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징수 출장여비

2,80020,000원*10회*14개읍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391,166 3,089,729 △698,563

청사시설 보수 351,220 437,800 △86,58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1,220 437,800 △86,580

01 시설비 351,220 437,800 △86,580

○ 의회 LED등 교체 16,000

○ 비상발전기 배터리 교체 6,020

○ 고용복지센터(4층) 바닥 및 벽 철거

40,000

○ 해남읍 주차장 비가림 시설

20,000

○ 해남읍 문서고 보수 및 모빌랙 설치

10,000

○ 해남읍 정화조 철거 5,000

○ 삼산면 현관출입구 보수

15,000

○ 삼산면 담장 도색 10,000

○ 화산면 바닥 데코타일 시공

15,000

○ 화산면 숙직실 샤워장 리모델링

10,000

○ 북평면 청사 벽면녹화 조성 사업

20,000

○ 북평면 주차장 진입로 정비

5,000

○ 북일면 청사 도색 15,000

○ 북일면 회의실 LED등 교체

6,600

○ 옥천면 회의실 LED등 교체

10,000

○ 옥천면 회의실 노후 커텐 교체

7,000

○ 옥천면 청사(농민상담소) 도색

5,000

○ 계곡면 회의실 창호교체

22,000

○ 계곡면 비가림시설 설치 7,000

○ 마산면 휴게정자 교체 15,000

○ 마산면 숙직실 리모델링

10,000

○ 마산면 창고 도색 5,000

○ 마산면 사무실 LED등 교체

8,000

16,000,000원*1개소

430,000원*14개소

4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6,6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7,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22,000,000원*1개소

7,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8,000,000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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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면 청사 LED등 교체 8,100

○ 산이면 직원쉼터 데크 설치

5,500

○ 산이면 주민편의시설(파고라) 설치

20,000

○ 문내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5,000

○ 화원면 숙직실(샤워장) 리모델링

10,000

○ 화원면 사무실, 회의실 LED등 교체

15,000

○ 화원면 청사 외벽 도색 5,000

8,100,000원*1개소

5,500,000원*1개소

20,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5,000,000원*1개소

청사 관리 1,512,346 1,514,669 △2,323

101 인건비 10,092 10,032 6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92 6,492 0

○ 청사시설 관리자 피복비 1,200

○ 청소인부 급량비 5,292

200,000원*3인*2회

7,000원*3인*21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0 3,540 60

○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

3,60060,000원*1인*20일*3월

201 일반운영비 1,502,254 1,504,637 △2,383

01 사무관리비 81,380 83,069 △1,689

○ 본청 및 고용복지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

행 수수료 10,176

○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3,572

○ 본청 및 읍·면 노후 소화기 교체

1,750

○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멀티탭)

800

○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형광램프)

1,242

○ 본청 청사 시설관리용 소모품(철물) 구입

1,200

○ 청사 물탱크 청소비 7,374

○ 청사 방역 소독비 9,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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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000원*12월

1,786,000원*2회

35,000원*50개

20,000원*400명*10%

3,000원*1,380개*30%

20,000원*5종*12월

3,687,000원*2회

1,895,000원*5회

30,000원*5종*12월

30,000원*30박스*12월

10,000원*25대*12회

50,000원*25대*30%

515,000원*12회

1,5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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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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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6회

174,000원*12월

900,000원*4회

1,236,000원*3개소

1,050원*20장*20일*12월

1,000원*5,000개

02 공공운영비 1,420,874 1,421,568 △694

○ 소방안전 협회비 100

○ 고용복지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수수료

1,800

○ 고용복지센터 방화관리대행 용역비

2,472

○ 문내면사무소 승강기 유지관리대행수수료

1,800

○ 본청 방화관리업무 대행 용역비

8,034

○ 본청 비상발전기 연료비

1,161

○ 읍·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4,459

○ 본청 및 읍·면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

17,280

○ 본청 안내실 및 장암차고지 기사대기실 난방

연료비 1,680

○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시설)

153,805

○ 영조물 배상 공제회 168,000

○ 공유재산 시설유지비 3,000

○ 본청 건물 유지비(건축,설비,전기,소방)

51,498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유지비

9,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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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1회

150,000원*12월

206,000원*12월

150,000원*12월

669,500원*12월

1,209원*80ℓ *1대*12월

1,429원*80ℓ *13대*3개월

300,000원*192대*30%

700원*200ℓ *2개소*6월

153,805,000원*1회

168,000,000원*1회

3,000,000원*1개소

6,050원*연면적8,512㎡

6,050원*연면적1,596㎡

6,050원*연면적2,068㎡

6,050원*연면적932㎡

6,050원*연면적812㎡

6,050원*연면적1,256㎡

6,050원*연면적894㎡

6,050원*연면적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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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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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전기 사용료 188,760

○ 보건소 전기 사용료 40,800

○ 고용복지센터(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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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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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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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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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유선방송 사용료 1,920

○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

160,000원*12월

400,000원*12월

송지면사무소 신축 527,600 1,137,260 △609,660

401 시설비및부대비 527,600 1,136,000 △608,400

01 시설비 500,000 1,108,400 △608,400

○ 송지면사무소 신축 500,000500,000,000원*1동

02 감리비 22,600 22,600 0

○ 송지면사무소 신축 22,60022,600,000원*1동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송지면사무소 신축 5,0005,000,000원*1동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139,768 142,695 △2,927

차량 유지 관리 139,768 142,695 △2,927

201 일반운영비 109,268 95,195 14,073

01 사무관리비 7,030 8,800 △1,770

○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1,410

○ 차량 온비드(공매) 이용 수수료

900

○ 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료 1,920

○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2,800

470,000원*3회

300,000원*3회

160,000원*12월

400,000원*7대

02 공공운영비 82,238 86,395 △4,157

○ 자동차세(본청) 2,250

○ 자동차 보험료(본청) 5,850

○ 자동차검사 수수료 405

○ 공용차량 위성방송수신료

1,080

○ 자동차 유류대(승용,경형)

27,437

○ 자동차 유류대(승합,화물)

29,016

○ 차량수리비 16,200

250,000원*9대

650,000원*9대

45,000원*9대

30,000원*3대*12월

1,429원*400ℓ *4대*12월

1,209원*400ℓ *5대*12월

600,000원*9대*3회

03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 제26회 도시군 운전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

육대회 20,00020,000,000원*1식

303 포상금 7,500 7,500 0

01 포상금 7,500 7,500 0

○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포상금

7,500150,000원*50명

405 자산취득비 23,000 40,000 △1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0 40,000 △17,000

○ 업무용 소형 화물차 교체(옥천)

23,00023,000,000원*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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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물품관리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물품관리 운영 107,700 121,800 △14,100

냉난방기 관리 43,200 28,200 15,000

405 자산취득비 43,200 28,200 1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3,200 28,200 15,000

○ 냉난방기 교체 43,2002,700,000원*16대

사무용 가구 관리 64,500 93,600 △29,100

405 자산취득비 64,500 93,600 △29,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500 93,600 △29,100

○ 노후 책상·탁자 교체 30,000

○ 업무용 의자 교체 20,000

○ 캐비넷 교체 10,500

○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2,000

○ 읍면 예취기 구입(북평, 마산)

2,000

300,000원*100개

200,000원*100개

350,000원*30개

1,000,000원*2대

1,000,000원*2대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204,036 199,480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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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36 175,480 4,556

기본경비(세무회계과) 70,500 71,560 △1,060

201 일반운영비 30,000 31,000 △1,000

01 사무관리비 30,000 31,000 △1,000

○ 부서운영비(총액) 30,00030,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0,500 40,560 △6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300 36,300 0

○ 부군수 36,3003,025,000원*12월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60 △60

○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정원30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세정팀) 18,288 15,600 2,688

201 일반운영비 6,048 5,040 1,008

01 사무관리비 6,048 5,040 1,008

○ 세정팀 업무추진 급량비 6,0486,048,000원

202 여비 12,240 10,560 1,680

01 국내여비 12,240 10,560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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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단위: 기본경비(세무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 국내여비 12,24012,240,000원

기본경비(경리팀) 24,912 23,904 1,008

201 일반운영비 9,072 8,064 1,008

01 사무관리비 9,072 8,064 1,008

○ 경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9,0729,072,000원

202 여비 15,840 15,840 0

01 국내여비 15,840 15,840 0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부과팀) 24,912 25,680 △768

201 일반운영비 9,072 10,080 △1,008

01 사무관리비 9,072 10,080 △1,008

○ 부과팀 업무추진 급량비 9,0729,072,000원

202 여비 15,840 15,600 240

01 국내여비 15,840 15,600 240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징수팀) 12,912 12,912 0

201 일반운영비 4,032 4,032 0

01 사무관리비 4,032 4,032 0

○ 징수팀 업무추진 급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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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팀) 28,512 25,824 2,688

201 일반운영비 9,072 8,064 1,008

01 사무관리비 9,072 8,064 1,008

○ 재산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9,0729,072,000원

202 여비 19,440 17,760 1,680

01 국내여비 19,440 17,760 1,680

○ 기본 국내여비 12,24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7,200

12,240,000원

7,200,000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303,665 313,711 △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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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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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읍.면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단위: 읍.면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읍.면)

54,000100,000원*45인*12월

읍.면 기본경비(세무회계과) 249,665 259,711 △10,046

읍.면 기본경비(세무회계과) 249,665 259,711 △10,046

201 일반운영비 230,465 240,511 △10,046

02 공공운영비 230,465 240,511 △10,046

○ 지방세 관리 운영비 140,400

― 읍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97,500

― 읍면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우편료

42,900

○ 재산관리담당 공공운영비 90,065

― 자동차 검사수수료 600

― 자동차 보험료(읍·면) 7,500

― 자동차세(읍·면) 2,550

― 읍사무소 승용자동차 유류대

4,287

― 화물자동차 유류대

50,778

― 읍사무소 승용자동차 수리비

750

― 읍면 화물자동차 수리비

18,200

― 차량관리 5,400

1,950원*50,000건

1,950원*22,000건

40,000원*15대

500,000원*15대

170,000원*15대

1,429원*250ℓ *1대*12월

1,209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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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 3,000,000 △2,000,000

내부거래지출(세무회계과) 1,000,000 3,000,000 △2,000,000

내부거래지출(세무회계과) 1,000,000 3,000,000 △2,000,000

702 기금전출금 1,000,000 3,000,000 △2,000,000

01 기금전출금 1,000,000 3,000,000 △2,000,000

○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전출금

1,000,0001,000,000,000원*1식

지방세연구원 출연 3,361 3,148 213

지방세연구원 출연 3,361 3,148 213

지방세연구원 출연 3,361 3,148 213

306 출연금 3,361 3,148 213

01 출연금 3,361 3,148 213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3613,361,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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