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재무과

정책: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단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재무과

재무과 5,932,345 5,983,265 △50,920

국 124,792 124,792 0

군 5,807,553 5,858,473 △50,920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235,325 236,525 △1,20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235,325 236,525 △1,200

세외수입 운영 94,170 95,370 △1,200

405 자산취득비 0 1,200 △1,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1,200 △1,200

○ 세외수입 징수 스마트폰 구입 0 1,200 △1,200경정 0원

지방세 부과업무 396,106 406,226 △10,120

국 124,792 124,792 0

군 271,314 281,434 △10,120

지방세 부과업무 325,921 331,541 △5,620

국 124,792 124,792 0

군 201,129 206,749 △5,620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0 1,120 △1,120

201 일반운영비 0 1,120 △1,120

01 사무관리비 0 1,120 △1,1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 1,120 △1,120경정 0원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325,249 329,749 △4,500

국 124,792 124,792 0

군 200,457 204,957 △4,500

101 인건비 127,410 131,910 △4,500

국 41,210 41,210 0

군 86,200 90,700 △4,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829 50,329 △4,5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43,669 48,169 △4,500

― 급여 34,980 39,480 △4,500경정 34,980,000원

체납세 징수 70,185 74,685 △4,500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70,185 74,685 △4,500

201 일반운영비 39,155 43,655 △4,500

02 공공운영비 9,251 13,751 △4,500

○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0 2,000 △2,000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비 200 1,200 △1,000

○ 징수 전담차량 유류대 1,572 3,072 △1,500

경정 0원

경정 200,000원

경정 1,572,000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4,088,319 4,124,319 △36,000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3,320,781 3,323,781 △3,000

청사시설 보수 1,187,000 1,244,000 △5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87,000 1,244,000 △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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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무과

정책: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단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187,000 1,244,000 △57,000

○ 본청 및 읍면청사 수목정비

21,000 40,000 △19,000

○ 현산면 안내게시판 보수 및 설치

3,000 5,000 △2,000

○ 북평면 문서고 모빌랙 설치

13,000 20,000 △7,000

○ 송지면 창고 신축 225,000 250,000 △25,000

○ 화원면 비가림 시설 및 우수관로 보수

16,000 20,000 △4,000

경정 21,000,000원

경정 3,000,000원

경정 13,000,000원

경정 225,000,000원

경정 16,000,000원

청사 관리 1,762,100 1,708,100 54,000

201 일반운영비 1,695,864 1,641,864 54,000

02 공공운영비 1,574,666 1,520,666 54,000

○ 본청 전기 사용료 236,760 188,760 48,000

○ 본청 상수도 사용료 21,840 15,840 6,000

경정 236,760,000원

경정 21,840,000원

물품관리 운영 165,000 198,000 △33,000

사무용 가구 관리 143,000 176,000 △33,000

405 자산취득비 143,000 176,000 △3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3,000 176,000 △33,000

○ 노후 책상·탁자 교체 21,000 36,000 △15,000

○ 업무용 의자 교체 19,000 24,000 △5,000

○ 캐비닛 교체 21,000 28,000 △7,000

○ 읍면 노후 문서함 교체 24,000 30,000 △6,000

경정 21,000,000원

경정 19,000,000원

경정 21,000,000원

경정 24,000,000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재무과) 321,700 325,300 △3,600

읍.면 인력운영비(재무과) 50,400 54,000 △3,600

읍.면 인력운영비(재무과) 50,400 54,000 △3,600

204 직무수행경비 50,400 54,000 △3,600

03 특정업무경비 50,400 54,000 △3,600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읍.면)

50,400 54,000 △3,600경정 5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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