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세무회계과
정책:자주재원 확충
단위:안정적 세수 확보

세무회계과 17,471,703 17,944,101 △472,398

자주재원 확충 15,812,229 16,386,650 △574,421

안정적 세수 확보 14,070,948 14,592,450 △521,502

지방세·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32,513 144,780 △12,267

201 일반운영비 15,050 13,000 2,050

01  사무관리비 13,000 2,05015,050

  ◎연찬회책자 인쇄비 △6303,570 4,200

  ◎연찬회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120680 800

  ◎강사수당 △2401,360 1,600

  ◎지방세정운영협의회비 △150850 1,000

  ◎지방세업무책자 구입 △3602,040 2,400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150850 1,000

  ◎금융정보통보비용 △3001,700 2,000

  ◎고액체납액 징수전담 T/F팀운영비 4,0004,000 0

202 여비 24,463 28,780 △4,317

01  국내여비 28,780 △4,31724,463

  ◎지방세수증대 및 업무지도 △4,31724,463 28,780

203 업무추진비 4,000 5,00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1,0004,000

  ◎지방세수증대 및 결산업무 처리 △1,0004,000 5,000

303 포상금 89,000 98,000 △9,000

01  포상금 98,000 △9,00089,000

  ◎지방세연찬회 우수기관 시상 △9,0000 9,000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179,104 200,000 △20,896

301 일반보상금 8,104 10,000 △1,896

12  기타보상금 10,000 △1,8968,104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1,8968,104 10,000

303 포상금 171,000 190,000 △19,000

01  포상금 190,000 △19,000171,000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19,000171,000 190,000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0,704 11,940 △1,236

201 일반운영비 8,409 9,240 △831

01  사무관리비 9,240 △8318,409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8318,409 9,240

202 여비 2,295 2,700 △405

01  국내여비 2,700 △4052,295

  ◎지방세이의신청 현지확인 △4052,295 2,700

징수교부금 지원 13,654,000 14,130,000 △476,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3,654,000 14,130,000 △476,000

02  징수교부금 14,130,000 △476,00013,654,000

  ◎지방세징수교부금 △476,00013,654,000 14,130,000

세무조사 추진 59,997 65,930 △5,933

202 여비 59,997 65,930 △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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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서:세무회계과
정책:자주재원 확충
단위:안정적 세수 확보

01  국내여비 65,930 △5,93359,997

  ◎과표,재산세등 시군업무 지도 △5,93319,997 25,930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6,830 19,800 △2,970

201 일반운영비 16,830 19,800 △2,970

01  사무관리비 19,800 △2,97016,830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 △2,97011,430 14,400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17,800 20,000 △2,200

207 연구개발비 17,800 20,000 △2,200

02  전산개발비 20,000 △2,20017,800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프로그램 △2,20017,800 20,000

회계·계약제도 내실 운영 188,943 204,200 △15,257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42,403 46,800 △4,397

201 일반운영비 35,851 39,600 △3,749

01  사무관리비 39,600 △3,74935,851

  ◎세입세출결산 본서류 및 부속서류 인쇄 △1,50015,000 16,500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 참석수당 △1,04010,400 11,440

  ◎세입세출결산검사 실비보상 △3241,836 2,160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 물품구입 △75425 500

  ◎지출증빙서표지 및 송금지급통지서 인쇄 △8108,190 9,000

202 여비 6,552 7,200 △648

01  국내여비 7,200 △6486,552

  ◎결산업무 지도점검 △6486,552 7,200

계약업무 내실 운영 107,540 112,400 △4,860

201 일반운영비 101,420 105,200 △3,780

01  사무관리비 105,200 △3,780101,420

  ◎입찰공고 수수료 △1,5008,500 10,000

  ◎계약심의워원회 수당 △1,0806,120 7,200

  ◎재물조사용 물품라벨 제작 △4502,550 3,000

  ◎적격심사기준책자 제작 △7504,250 5,000

202 여비 6,120 7,200 △1,080

01  국내여비 7,200 △1,0806,120

  ◎계약업무업무추진 여비 △1,0806,120 7,200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39,000 45,000 △6,000

201 일반운영비 36,000 40,000 △4,000

01  사무관리비 40,000 △4,00036,000

  ◎통합재무보고서 및 업무처리메뉴얼 인쇄 △4,0004,000 8,000

202 여비 3,000 5,000 △2,000

01  국내여비 5,000 △2,0003,000

  ◎자산실사 시군점검 여비 △2,0003,000 5,000

국.공유재산 관리 1,552,338 1,590,000 △37,66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768,338 760,000 8,338

201 일반운영비 149,638 138,000 11,638

01  사무관리비 138,000 11,63814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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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11,638101,638 90,000

202 여비 18,700 22,000 △3,300

01  국내여비 22,000 △3,30018,700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지도 △3,30018,700 22,000

도유재산 시설 보수 27,000 30,000 △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000 30,000 △3,000

04  시설비 30,000 △3,00027,000

  ◎구공무원교육원 및 구문화원 청사도색 △3,00027,000 30,000

도유재산 실태조사 757,000 800,000 △43,000

207 연구개발비 757,000 800,000 △43,000

01  연구용역비 800,000 △43,000757,000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43,000757,000 800,000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41,074 46,151 △5,077

기본경비 41,074 46,151 △5,077

부서운영 기본경비 41,074 46,151 △5,077

201 일반운영비 28,786 32,711 △3,925

01  사무관리비 32,511 △3,92528,586

  ◎부서운영사무관리비 △3,92528,586 32,511

202 여비 12,288 13,440 △1,152

01  국내여비 13,440 △1,15212,288

  ◎부서운영국내여비 △1,15212,288 13,440

재무활동(세무회계과) 1,618,400 1,511,300 107,100

보전지출 1,618,400 1,511,300 107,100

수해복구사업 1,618,400 1,511,300 107,100

311 차입금이자상환 428,400 321,300 107,100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321,300 107,100428,400

  ◎수해복구차입금('98년) 107,100428,400 321,300

- 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