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세정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재무과 15,880,444 11,031,434 4,849,010

국 126,582

균 2,400,000

기 400,000

군 12,953,862

수입 관리 819,882 699,064 120,818

국 94,582

군 725,300

세정관리 179,034 111,035 67,999

지방세 일반 57,361 54,340 3,021

201 일반운영비 57,361 54,340 3,021

01 사무관리비 57,361 54,340 3,021

○지방세 업무추진 법령집 구입 2,000

― 지방세편람 구입 1,000

― 지방세실무 구입 1,000

○지방세(도세) 부과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7,400

― 신고분 고지서 제작 2,400

― 정기분 고지서 제작 800

― 수시분 고지서 제작 800

― 독촉분 고지서 제작 400

―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3,000

○지방세(도세)부과 각종 홍보물 제작 3,440

― 지방세 관련 주민 홍보물 제작

2,000

―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용 입간판 제작

360

― 등록면허세 징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1,080

○전산실 운영 유지관리 및 전산소모품 구입 20,361

― 지방세전산 고지서 출력봉합 일괄처리시스

템 유지보수 4,361

―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 8,000

― 봉합기 소모품 구입 8,000

○읍면 재무업무 추진 전산소모품 구입 4,000

○세입통합 및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0,160

― 세입통합 간편시스템(ARS) 유지보수 16,200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

수 3,960

50,000원 * 20권

100,000원 * 10권

80,000원 * 30박스

80,000원 * 10박스

80,000원 * 10박스

80,000원 * 5박스

100,000원 * 30박스

2,000원 * 1,000개

20,000원 * 18개소 * 1회

60,000원 * 18개소 * 1회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113,756 47,559 66,19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3,756 47,559 66,197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3,756 47,559 66,197

○지방세정보화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13,756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세정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8,369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텍스) 21,439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57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73,191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7,917 9,136 △1,219

306 출연금 7,917 9,136 △1,219

01 출연금 7,917 9,136 △1,219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917

군세부과 139,168 129,370 9,798

군세부과징수 139,168 129,370 9,798

201 일반운영비 139,168 129,370 9,798

01 사무관리비 41,960 34,750 7,210

○지방세(군세) 부과 고지서 제작 22,400

― 정기분 고지서 16,000

― 신고분 고지서 1,600

― 독촉분 고지서 4,800

○지방세(군세)부과 각종 홍보물 제작 19,560

― 납부홍보 안내문(우편발송용)

5,280

― 신고 납부 홍보 리플릿 4,200

― 정기(신고)분 납부 안내 현수막

7,980

― 정기(신고)분 납부 안내 입간판

2,100

80,000원 * 200박스

80,000원 * 20박스

80,000원 * 60박스

80,000원 * 66박스

300원 * 14,000매

60,000원 * 19개소 * 7회

20,000원 * 15개소 * 7회

02 공공운영비 97,208 94,620 2,588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94,623

― 고지서 배달증명 발송료

4,200

―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료

40,530

― 고지서 일반우편 발송료

45,003

― 고지서 등기우편 반송료

4,890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통신비 2,585

― 국세청 전용망 설치비 1,760

― 국세청 전용망 통신비 825

3,500원 * 100매 * 12월

1,930원 * 1,750매 * 12월

380원 * 9,869매 * 12월

1,630원 * 250매 * 12월

개별주택가격조사 251,069 250,984 85

국 94,582

군 156,487

개별주택 가격조사 251,069 250,984 85

국 94,582

군 156,487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개별주택가격조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101,127 95,509 5,618

국 30,339

군 70,78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127 95,509 5,618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01,127

― 급여 및 수당 90,720

국 27,216

군 63,504

― 4대 보험료 10,407

국 3,123

군 7,284

201 일반운영비 142,742 145,395 △2,653

국 61,340

군 81,402

01 사무관리비 142,742 145,395 △2,653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0,358

국 3,358

군 7,000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 제작

27,00013,500,000원 * 2회

국 10,000

군 17,000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05,00052,500,000원 * 2회

국 47,598

군 57,402

○개별주택가격조사 특근 매식비

3848,000원 * 2명 * 2일 * 12월

국 384

202 여비 7,200 10,080 △2,880

국 2,903

군 4,297

01 국내여비 7,200 10,080 △2,880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출장여비

7,20020,000원 * 6명 * 5일 * 12월

국 2,903

군 4,297

세외수입관리 120,023 84,797 35,226

세외수입관리 99,387 63,601 35,786

201 일반운영비 17,369 19,010 △1,641

02 공공운영비 17,369 19,010 △1,641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 17,369

― 체납 징수용 휴대전화 통신 요금 납부

600

― 번호판영치 스마트기기 통신 요금 납부

600

50,000원 * 12월

50,000원 * 12월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세외수입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가상계좌 수수료 500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50

―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통합)

15,120

― 세입통합ARS 시스템 신용카드 수수료

200

― 세입통합ARS 간편납부시스템 SMS 수수료

99

80원 * 6,250건

100원 * 2,500건

420원 * 3,000건 * 12월

80원 * 2,500건

16.5원 * 500건 * 12월

308 자치단체등이전 23,574 21,389 2,185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574 21,389 2,185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3,57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8,444 23,202 35,242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8,444 23,202 35,24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58,444

세외수입 체납관리 20,636 21,196 △560

201 일반운영비 16,796 17,356 △560

01 사무관리비 16,796 17,356 △560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비용 3,200

― 예금 전자압류 및 추심의뢰 비용

500

― 공매 비용 1,000

― 매출채권(신용카드) 압류 비용

600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 경비

600

― 재산압류 전자촉탁 및 말소등기 비용

500

○세외수입 번호판영치 이동단속시스템 유지관

리(차량탑재시스템 및 PDA관리) 3,960

○지방세외수입 인쇄 및 홍보물 제작 7,40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롤 용지 제작

60

― 체납액 납부안내서 및 고지서 제작

3,600

―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500

― 체납액 징수 홍보용 입간판 및 플래카드 제

작 3,240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책자 구입

700

○세외수입 체납액 합동징수 급량비

1,536

2,000원 * 250건

200,000원 * 5회

3,000원 * 200건

2,000원 * 50건 * 6개은행

1,000원 * 500건

330,000원 * 12회

6,000원 * 10롤

80,000원 * 45박스

100,000원 * 5박스

60,000원 * 18개소 * 3회

70,000원 * 10권

8,000원 * 8명 * 2회 * 12월

202 여비 3,840 3,840 0

01 국내여비 3,840 3,840 0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세외수입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외수입 체납 합동징수 여비

3,84020,000원 * 8명 * 2회 * 12월

지방세 세입관리 130,588 122,878 7,710

세입징수관리 16,200 24,090 △7,890

201 일반운영비 16,200 24,090 △7,890

01 사무관리비 5,750 5,750 0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

5,7501,437,500원 * 4분기

02 공공운영비 10,450 18,340 △7,890

○지방세 납부 수수료 10,450

―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4,960

― 위택스 등 시스템 연계 납부 수수료

2,500

― ARS간편납부시스템 연계 납부 수수료

2,000

― 세입통합ARS간편납부시스템 SMS발송 수수료

990

80원 * 62,000건

100원 * 25,000건

80원 * 25,000건

16.5원 * 60,000건

체납세 징수 114,388 98,788 15,600

201 일반운영비 100,668 85,068 15,600

01 사무관리비 40,188 41,868 △1,680

○체납자 압류 및 공매 수수료 8,900

― 예금전자압류 및 추심의뢰 수수료

3,000

― 공매관련 수수료 2,000

― 매출채권 압류 수수료(신용카드)

1,500

― 금융거래 정보제공요청 수수료

2,400

○지방세 체납차량 유지관리비 9,120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동단속시스템 유지

관리(차량탑재시스템 및 PDA관리)

7,92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롤 용지제작

1,200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유지관리

3,000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16,480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서 및 고지서 제작

11,520

―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1,600

― 체납액 징수 홍보용 입간판 제작

840

― 체납액 징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2,520

2,000원 * 1,500건

200,000원 * 10회

3,000원 * 500건

2,000원 * 200건 * 6개은행

330,000원 *2대 * 12개월

6,000원 * 200롤

250,000원 * 12회

80,000원 * 12박스 * 12월

100,000원 * 16박스

20,000원 * 14개소 * 3회

60,000원 * 14개소 * 3회



부서: 재무과

정책: 수입 관리

단위: 지방세 세입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납액 합동징수 급량비(읍면)

2,6888,000원 * 14명* 2회 * 12월

02 공공운영비 60,480 43,200 17,280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읍면)

60,480420원 * 12,000건 * 12월

202 여비 6,720 6,720 0

01 국내여비 6,720 6,720 0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6,720

― 체납 합동징수 여비(읍면)

6,72020,000원 * 14명 * 2회 * 12월

303 포상금 7,000 7,000 0

01 포상금 7,000 7,000 0

○체납세 징수 포상금 7,000

― 읍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 6,000

ㆍ최우수상 2,500

ㆍ우수상 2,000

ㆍ장려상 1,500

―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1,000

2,500,000원 * 1읍면

2,000,000원 * 1읍면

1,500,000원 * 1읍면

10,000,000원 * 10% * 1회

재정 지원 92,343 97,843 △5,500

지출관리 79,343 84,843 △5,500

지출관리 79,343 84,843 △5,500

201 일반운영비 74,180 68,380 5,800

01 사무관리비 74,180 68,380 5,800

○국가종합조달(G2B) 이용수수료 12,000

― 공사 6,000

― 용역 4,000

― 물품 2,00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

8,000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물가정보지 및 법령집

구입 1,980

― 물가정보지 구입 480

― 개정 법령집(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건설

산업기본법) 구입 1,500

○회계문서 편철 소모품 구입 5,000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제작 및 소모

품 구입 15,400

― 결산서 6,750

― 결산서 부속서류 5,400

― 세입세출 결산검사장 운영 다과 및 소모품

등 구입 2,000

20,000원 * 300건

20,000원 * 200건

20,000원 * 100건

1,000,000원 * 8회

20,000원 * 2종 * 12월

20,000원 * 3종 * 25권

75,000원 * 90권

60,000원 * 90권



부서: 재무과

정책: 재정 지원

단위: 지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복사용지 구입

1,250

○계약 및 보조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30,000

―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7,000

ㆍ계약정보공개시스템 4,000

ㆍ하자검사 대상안내 프로그램 4,000

ㆍ계약관리 프로그램 9,000

―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3,000

○세입·세출 재정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1,600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서버 유지보수 200

25,000원 * 50박스

202 여비 2,880 2,880 0

01 국내여비 2,880 2,880 0

○직접생산 현장 확인 여비

2,88020,000원 * 3명 * 4일 * 12개월

301 일반보전금 1,483 1,483 0

09 행사실비지원금 1,483 1,483 0

○결산검사위원 중식 및 교육여비 1,483

― 결산검사위원 중식 800

―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 683

8,000원 * 5명 * 20일

136,600원 * 5명

307 민간이전 800 800 0

12 민간인위탁교육비 800 800 0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800160,000원 * 5명

복식부기 13,000 13,000 0

복식부기 13,000 13,000 0

201 일반운영비 13,000 13,000 0

01 사무관리비 13,000 13,000 0

○재무결산 회계처리 출력용지 구입

1,000

○재무제표 작성 검토용역 수수료

12,000

25,000원 * 40박스

12,000,000원 * 1식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13,853,047 9,119,355 4,733,692

국 32,000

균 2,400,000

기 400,000

군 11,021,047

청사관리 13,853,047 9,089,355 4,763,692

국 32,000

균 2,400,000

기 400,000

군 11,021,047

공공청사 개보수 7,783,483 5,735,705 2,047,778

101 인건비 21,065 23,089 △2,024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600 11,400 △3,800

○군청사 미화원 관리운영 7,600

― 청사 미화원 급량비(조식)

6,400

― 청사 미화원 피복비

1,200

8,000원 * 4명 * 200일

150,000원 * 4명 * 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65 11,689 1,776

○청사 관리원 피복비 1,500

○군민회관 청소인부임(1명) 11,965

― 기본급 10,733

― 건강보험료 347

― 장기요양보험료 26

― 국민연금 483

― 고용보험료 161

― 산재보험료 215

150,000원 * 5명 * 2회

68,800원 * 13일 * 12월

10,733,000원 * 3.23%

347,000원 * 7.38%

10,733,000원 * 4.5%

10,733,000원 * 1.5%

10,733,000원 * 2%

201 일반운영비 5,144,858 4,958,936 185,922

01 사무관리비 205,450 223,590 △18,140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103,184

― 군청사 화장실 비데필터 교체 및 청소 20,500

ㆍ비데렌탈료 14,040

ㆍ비데필터 교체 6,460

― 청사 소모품 구입 (군청사,군민회관,건강드

림센터) 12,600

― 청사 청소용품 구입 (군청사,군민회관,건강

드림센터) 7,434

― 군청사 카펫트 물청소 및 공용복도 광택작

업 9,400

ㆍ카페트 물청소 4,400

ㆍ군청사 공용복도 등 광택(11개소) 5,000

― 청사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군청사7,

군민회관2) 8,880

ㆍ군청사 8,400

ㆍ군민회관 480

― 의전용 방석, 커튼, 책상보 세탁비

1,050

―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50리터)

4,600

― 군민회관 화분구입 2,400

― 군청사 화분구입 및 화단 정비

8,000

― 화장지 구입(군청사,군민회관,건강드림센터

) 8,316

― 핸드타올 구입(청사,군민회관,건강드림센터

) 10,404

39,000원 * 30대 * 12개월

19,000원 * 85대 * 4개월

1,100,000원 * 4회

600,000원 * 7개소 * 2회

120,000원 * 2개소 * 2회

350,000원 * 3회

920원 * 5,000개

600,000원 * 4회

2,000,000원 * 4회

693,000원 * 12월

867,000원 * 12월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사내 소독 방제 (청사, 군민회관)

9,600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 77,246

― 청사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440

―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군청2, 복지회관8, 군민회관1)

31,680

―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

료 1,650

― 청사 및 복지회관 등 전기안전점검 용역 21,924

ㆍ군청사 11,340

ㆍ군민회관 1,512

ㆍ복지회관 9,072

― 군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200

― 청사 전기안전진단 정기검사 수수료

5,400

― 청사 및 군민회관, 복지회관 소방안전점검

용역 14,952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 25,020

― 청사 조명등기구 교체 구입 13,700

ㆍLED조명 11,500

ㆍ재래식 램프 400

ㆍ고압램프 1,800

― 청사 전기설비 소모품 교체 구입 4,500

ㆍ누전차단기(15A) 1,650

ㆍ누전차단기(30A) 1,650

ㆍCOS퓨즈 1,200

― 소화기 교체 구입 2,100

― 청사관리장비 및 발전기 유류비

1,120

― 청사 및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비(군청사, 복지회관 - 한천2, 동복)

3,600

400,000원 * 12월 * 2개소

440,000원 * 1회

240,000원 * 11대 * 12월

150,000원 *11대 * 1회

945,000원 * 12월

126,000원 * 12월

126,000원 * 6개소 * 12월

1,200,000원 * 1회

90,000원 * 30개소 * 2회

467,250원 * 16개소 * 2회

230,000원 * 50개

4,000원 * 100개

45,000원 * 40개

55,000원 * 30개

110,000원 * 15개

200,000원 * 6개

35,000원 * 60개

1,400원 * 800리터

900,000원 * 4개소 * 1회

02 공공운영비 4,939,408 4,735,346 204,062

○민원실 비상벨 회선 이용료

2,244

○관사 유지관리비 5,000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 154,000

○복지회관 보일러 기계설비 유지비

48,000

○공공청사 공공요금 4,327,921

― 전기요금(404개소) 2,066,400

― 전기요금(가로등 13,000 등, 공중화장실 57

개소) 869,400

11,000원 * 17대 * 12개월

4,000,000원 * 12개소

172,200,000원 * 12월

72,450,000원 * 12월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업단지 가로등 (380등)

39,684

― 전기요금(하니움) 295,470

― 전기요금(군민종합문화센터)

88,200

― 수도요금(197개소) 201,600

― 수도요금(군민종합문화센터)

79,380

― 냉난방가스 연료비(본청,의회 등)

132,300

― 냉난방가스 연료비(하니움) 44,100

― 냉난방가스 연료비(군민종합문화센터)

110,187

―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회비(보험) 150,000

― 영조물 배상공제사업회비(보험) 220,000

―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31,200

○공공청사,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 402,243

― 무인경비용역 (관사,군민회관,복지회관15)

24,480

―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관리비 304,500

― 유선방송비(관사,건강드림센터)

1,650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 수수료

7,680

― 군청사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렌탈 수수료

4,800

― 청사 및 복지회관 등 승강기 수리비(군청사

2, 복지8, 화순희망센터, 작은영화관)

8,190

― 청사 상하수도 설비 수리 6,140

ㆍ배수펌프 5,600

ㆍ급수밸브 540

― 청사 보일러 및 온수기 수선비

3,297

― 소방협회비(군청사,군민회관)

490

― 위험물,방화관리,열관리 협회비 300

― 청사 GHP냉난방시스템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19,200

― 면청사,복지회관 CCTV렌탈

21,516

3,307,000원 * 12월

24,622,500원 * 12월

7,350,000원 * 12월

16,800,000원 * 12월

6,615,000원 * 12월

11,025,000원 * 12월

9,182,250원 * 12월

120,000원 * 17개소 * 12월

550,000원 * 3개소

40,000원 * 16대 * 12회

40,000원 * 10대 * 12월

682,500원 * 12대

800,000원 * 7대

45,000원 * 12개

157,000원 * 21대

490,000원 * 1회

1,600,000원 * 12대

1,793,000원 * 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617,560 753,680 1,863,880

01 시설비 2,576,000 753,680 1,822,320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2,100,000

○북면 행정복지센터 계단 및 화단정비 70,000

○동복면 민원인 화장실 증축공사 30,000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청사(서관동)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 50,000

○남면 행정복지센터 누수보수 및 외벽도색 공

사 60,000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20,000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등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0,000

○공공건축물(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20,000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150,000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및 실내공기질 측정

16,000

○희망센터 및 문화원 주차장 개선공사 40,000

5,000,000원 * 4개소

8,000,000원 * 2회

02 감리비 34,000 0 34,000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24,000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감리용역 10,000

03 시설부대비 7,560 0 7,560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7,560

행정장비 관리 1,451,964 1,346,450 105,514

국 32,000

군 1,419,964

201 일반운영비 462,950 440,750 22,200

01 사무관리비 94,310 88,310 6,000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 10,390

―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6,000

― 주차료 390

― 온비드 사용 수수료 4,000

○청사 물품 수선 유지 관리 83,920

― 사다리차 및 특수차 대여 등(청사 물품 및

관리 등) 3,600

― 청사 물품 수리비 12,000

― 청사 및 복지회관 등 냉난방기 세척 및 점

검 수리비 52,320

― 청사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4,000

― 전자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6,000

― 전자물품관리소모품 구입 4,000

― 청사 소방 교육 및 훈련 물품구입 2,000

ㆍ소모품 구입 1,600

ㆍ방송설비, 천막 렌탈 400

500,000원 * 12회

3,000원 * 130회

800,000원 * 5회

600,000원 * 6회

120,000원 * 436대

125,000원 * 8대 * 4대

500,000원 * 12월

02 공공운영비 352,640 336,440 16,200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52,640

― 자동차세 26,400200,000원 * 132대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자동차 종합보험료 79,200

― 환경개선부담금 2,040

― 차량비(유류 및 수리 유지비) 245,000

ㆍ승용(대형) 15,000

ㆍ승용(중형, 다목적형)

55,000

ㆍ승용(소형,경형) 7,000

ㆍ승합(대형, 중형) 26,000

ㆍ화물(대형) 65,000

ㆍ화물(중형) 12,000

ㆍ화물(소형) 65,000

600,000원 * 132대

60,000원* 17대 * 2회

5,000,000원 * 3대

5,000,000원 * 11대

3,500,000원 * 2대

13,000,000원 * 2대

13,000,000원 * 5대

6,000,000원 * 2대

5,000,000원 * 13대

03 행사운영비 16,000 16,000 0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16,000200,000원 * 80명

202 여비 9,600 12,600 △3,000

01 국내여비 9,600 12,600 △3,000

○운전직 공무원 여비 9,600

―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

3,600

― 군정수행 차량운전여비

6,000

45,000원 * 80명

10,000원 * 4명 * 150일

405 자산취득비 979,414 893,100 86,314

국 32,000

군 947,41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79,414 893,100 86,314

○공용물품 지원 362,414

― 관사 노후물품 교체구입 5,000

―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 60,000

― 공기청정기 구입(본청 58개소, 읍면 42개

소) 100,000

― 건강체크기기 구입 13,200

― N3네트워크장비 구입 2,500

― 전자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업그레이드

7,500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관 운영에

따른 제습기 구입 1,0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장 운영에 따른 대형

냉난방기(스탠드형) 구입 10,000

―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물

품 구입 8,700

ㆍ소파 1,500

ㆍ탁자 500

ㆍ컴퓨터 4,500

ㆍ프린터기 1,000

60,000,000원

1,000,000원 * 100개소

6,600,000원 * 2대

2,500,000원 * 3대

5,000,000원 * 2대

1,500,000원 * 3대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팩스 500

ㆍ전화기 100

ㆍ사무용 책상 600

― 심장제세동기 구입 6,000

― 체험용 카메라 구입 8,000

―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아카데미 강의용 노트

북 구입 1,500

―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카페트청소기 구입 2,000

― 어린이자료실 서가구입(4열5단 양면서가)

27,000

― 종합자료실 물품 구입 10,800

ㆍ책상 5,400

ㆍ의자 5,400

― 디지털자료실 물품 구입 9,464

ㆍ책상 2,800

ㆍ의자 4,900

ㆍ콘센트 1,764

― DVD플레이어 구입 1,800

―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합숙소 가전제품 구입 5,600

ㆍ세탁기 1,800

ㆍ의류건조기 2,000

ㆍTV 1,500

ㆍ전자레인지 300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수기 구입

3,000

―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노후 및

비치

용 전자제품 구입

6,550

ㆍTV 1,400

ㆍ밥솥 750

ㆍ청소기 600

ㆍ전자레인지 3,800

― 한천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노후 및 비치용

전자제품 구입 5,900

ㆍ밥솥 900

ㆍ전기레인지(인덕션) 2,400

ㆍ전자레인지 2,600

― 한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전

자제품 구입 4,050

ㆍ냉장고 1,000

ㆍTV 700

ㆍ밥솥 150

ㆍ전기레인지(인덕션) 800

ㆍ전자레인지 200

200,000원 * 3개

3,000,000원 * 2대

800,000원 * 10대

3,000,000원 * 9개

450,000원 * 12개

150,000원 * 36개

200,000원 * 14개

350,000원 * 14개

126,000원 * 14개

450,000원 * 4대

1,000,000원 * 3대

700,000원 * 2대

150,000원 * 5대

300,000원 * 2대

200,000원 * 19대

150,000원 * 6대

800,000원 * 3대

200,000원 * 13대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정수기 1,200

― 백아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전자

제품 구입 4,050

ㆍ냉장고 1,000

ㆍTV 700

ㆍ밥솥 150

ㆍ전기레인지(인덕션) 800

ㆍ전자레인지 200

ㆍ정수기 1,200

― 백아산휴양림 관리용 이륜차 구입 2,500

― 산림휴양시설 재해복구용 기계톱 구입

2,700

― 광산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

입 1,200

ㆍ탁구대 600

ㆍ싸이클론(운동기구) 600

― 능주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1,500

― 동면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물품 구입 2,500

ㆍ에어컨(벽걸이) 1,000

ㆍ책상 600

ㆍ의자 900

― 동면 주민건강센터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

입 3,400

ㆍ회의용 책상(3인용) 2,500

ㆍ접이식 의자 900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게차 구입 45,000

○공용차량 교체구입 435,000

― 대형화물-5t(환경과, 농업기술센터) 120,000

― 다목적승합(보건소) 35,000

― 다목적승합(의회사무과) 50,000

― 화순읍 노면청소차량(대형화물) 230,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건소 노후차량 교체)

182,000

900,000원 * 3대

300,000원 * 2대

200,000원 * 3개

300,000원 * 3개

250,000원 * 10개

30,000원 * 30개

45,500,000원 * 4대

국 32,000

군 150,000

공공건물건축 4,617,600 2,007,200 2,610,400

균 2,400,000

기 400,000

군 1,817,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17,600 2,007,200 2,610,400

균 2,400,000

기 400,000

군 1,817,600

01 시설비 4,606,000 2,000,000 2,606,000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생활SOC 복합화) 4,606,000



부서: 재무과

정책: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단위: 청사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거지주차장 1,200,000

균 1,200,000

― 생활문화센터 450,000

균 450,000

― 가족센터(확장형) 1,537,000

균 750,000

군 787,000

― 국민체육센터(근생형) 1,010,000

기 400,000

군 610,000

― 작은도서관 109,000

― 여성프라자(마더센터) 300,000

03 시설부대비 11,600 7,200 4,400

○통합건축 신축공사 11,600

행정운영경비(재무과) 115,172 115,172 0

기본경비 115,172 115,172 0

기본경비 115,172 115,172 0

201 일반운영비 37,672 37,672 0

01 사무관리비 37,672 37,672 0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7,672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1,000

― 부서운영 특근자 급량비 16,672

202 여비 77,500 77,500 0

01 국내여비 77,500 77,500 0

○부서운영 국내여비 77,500

재무활동(재무과) 1,000,000 1,000,000 0

내부거래지출 1,000,000 1,000,000 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 1,000,000 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000,000 1,000,000 0

01 기타회계전출금 1,000,000 1,000,000 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