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재무국
(X-28)

-16,66098,302 114,963

(X0) (X28)

전략목표 1: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X-28)

3,37514,580 11,206

(X0) (X28)

성과목표 1-1: 총력 징수 체제 확립으로 시 세입목표 달성

(X-28)

3,37514,580 11,206

(X0) (X28)

-시 세입 목표액 84,986억원 86,818억원 89,926억원 시세입 징수 실적

-38세금기동팀 운영실적 432억원 394억원 398억원 최종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금액 8,526억원 7,879억원 7,763억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전략목표 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1,528230 1,758

성과목표 2-1: 정부 세제 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재정 자주권 확대 -1,528230 1,758

-지방세제개편방안 등 연구과제건수 3과제 3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건의 및 정비건수 확인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 6과제 8과제 지방세 포럼주제 선정 운영건수 확인

-불합리한 세제 개선 건의 건수 26건 27건 28건 세제이론 개발, 건의 건수 확인

-종합토지세 과세 현실화율 조정 3.1이하 3.0이하 2.9이하 구간 현실화율의 편차도 조사

성과목표 2-2: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00 0

-인터넷 고지·납부 확산 목표 1,040천건 1,260천건 1,580천건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전자고지 실적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 33.5일 33일 32.5일 이의신청 처리기간 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 21.5일 21일 20.5일 과세전적부 민원처리기간 조사

-지방세 민사소송 승소율 85.5% 86.0% 86.5% 민사소송 승소율 조사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율 71.0% 72.0% 73.0% 행정소송 승소율 조사

재무국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전략목표 3: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1163 52

성과목표 3-1: 회계운영의 개선으로 재정의 투명성, 수익성 확보 00 0

-계약업체의 만족도 84% 85% 87% 계약업체에 대한 익명 설문지 조사

-정기예금 예치 비율 97.5% 98.5% 98.5% 공공예금 대비 정기예금 비율 조사

성과목표 3-2: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 1163 52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 2,000억 1,550억 1,200억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율 7% 6% 5% [평가금액/요청금액]*100

전략목표 4: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 -20,12073,120 93,240

성과목표 4-1: 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 -24,17566,085 90,260

-공공용지 확보 매입 건수 3건 3건 3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공공용지 교환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성과목표 4-2: 시유재산의 매각 및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입확보 4,0557,035 2,980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율 계획수립 100%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시유재산 매각 수입 29,581 29,600 29,610 시유재산 매각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대부 수입 2,646 2,646 2,646 시유재산 대부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 950 950 950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실적 확인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내부이용자 만족도 실시 정보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60310,309 8,706

재무국2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60310,309 8,706

재무국3



2005-01-15

재무국 114,962,551 98,302,431 -16,660,120

(X28,000)  (X-28,000)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전략목표 : 11,205,580 14,580,172 3,374,592

(X28,000)  (X-28,000)

총력 징수 체제 확립으로 시 세입목표 달성성과목표 : 11,205,580 14,580,172 3,374,592

(X28,000)  (X-2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 세입 목표액 84,986억원 86,818억원 89,926억원 시세입 징수 실적

38세금기동팀 운영실적 432억원 394억원 398억원 최종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금액 8,526억원 7,879억원 7,763억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0401 체납시세징수 지원 2,916,100 2,743,848 -172,252

2,743,848(11-1264-122-303-01) 포상금

114,508,000,000원*0.66*0.01 755,753  ㅇ1년차 체납징수 포상금  

114,508,000,000원*0.34*0.05 1,946,636  ㅇ2년차이상 체납징수포상금  

592,260,000원*0.07 41,459  ㅇ결손분 체납징수포상금  

0402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183,500 148,000 -35,500

148,000(11-1264-220-307-05) 민간위탁금

148,000  ㅇ납세조합주민세특별징수 징수교부금  

2,960,000,000원*0.05 148,000    징수예상액  

0404 38세금기동팀운영 284,091 281,430 -2,661

199,99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30원*100,000건*4회 12,000  ㅇ체납고지서등 제작  

15,000,000원*1식 15,000  ㅇ체납징수관련 각종 예고서 등 제작  

13,950  ㅇ체납고지서 등 발송용역  

150원*15,000명*4회 9,000    ·체납고지서 발송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1 재무국



110원*15,000명*3회 4,950    ·각종 안내문 등 발송  

105,900  ㅇ공공요금  및 제세  

41,700,000원*1년 41,700    ·우편요금 및 배달증명 요금  

50,000,000원*1년 50,000    ·부동산압류 및 공매 수수료  

10,000,000원*1년 10,000    ·사해행위소송비용 등 기타  

350,000원*12월 4,200    ·이동전화 및 통신망 사용료  

18,140  ㅇ체납활동 장비 유지  

1,340,000원*1식 1,340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2대)  

200,000원*12월*3대 7,200    ·차량연료비 및 수리비 등(3대)  

800,000원*1대*12월 9,600    ·차량임차비(1대)  

2,000,000원*1년 2,000  ㅇ기타 장비유지 및 물품구매  

33,000  ㅇ급량비  

5,000원*10일*55명*12월 33,000    ·특근급량비  

81,440(11-1264-122-202-01) 국내여비

81,440  ㅇ고액체납징수활동 여비  

81,440,000원*1년 81,440    ·고액체납징수활동여비  

0405 법인등록전산자료 지방세과징업무지원 44,000 44,000 0

44,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44,000,000원*1식 44,000  ㅇ법인등록 변경자료 전산 구축비  

0409 시세종합평가결과 시상 90,500 90,500 0

90,500(11-1264-122-303-01) 포상금

90,500  ㅇ시세종합평가결과 시상  

64,000    ·시세입종합평가  

14,000,000원*1개구 14,000      -최우수구  

10,000,000원*2개구 20,000      -우수구  

4,000,000원*4개구 16,000      -준우수구  

2,000,000원*7개구 14,000      -장려구  

15,000    ·과년도체납징수평가  

5,000,000원*1개구 5,000      -우수구  

2,500,000원*2개구 5,000      -준우수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2 재무국



1,000,000원*5개구 5,000      -장려구  

100,000원*40명 4,000    ·시세입유공공무원시상  

7,500,000원*1식 7,500    ·시세입유공부서 지원  

0410 세무직공무원 전산회계 위탁교육 12,000 13,000 1,000

13,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13,000  ㅇ세무공무원전산회계 위탁교육  

130,000원*50명 6,500    ·회계이론교육  

130,000원*50명 6,500    ·전산실무교육  

0411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20,000 20,000 0

18,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9,000,000원*2회 18,000  ㅇ급식비 및 차량임차료 등  

2,000(11-1264-122-303-01) 포상금

1,000,000원*2회 2,000  ㅇ시상금  

0412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 1,874,596 5,769,181 3,894,585

700,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0  ㅇ현행세무종합시스템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700,000,000원*1년 700,000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2,669,579(11-1264-122-207-02) 전산개발비등

1,721,395  ㅇ응용S/W개발비  

1,721,395,000원*1식 1,721,395    ·제2기세무종합전산시스템 재구축 및 자료변환  

948,184  ㅇ시스템S/W 및 솔루션 도입비  

468,558,000원*1식 468,558    ·미들웨어 및 개발툴  

479,626,000원*1식 479,626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툴  

2,399,602(11-1264-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99,602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H/W 구입  

1,479,920,000원*1식 1,479,920    - 통합DB서버 등 H/W구입  

530,202,000원*1식 530,202    - 백업 및 저장장치 구입  

389,480,000원*1식 389,480    - PDA교체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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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92,397 716,500 -175,897

716,5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256,563  ㅇ자동차세 고지  

102,570,000원*1식 102,570    ·고지서 제작  

15,193,000원*1식 15,193    ·봉투 제작  

138,800,000원*1식 138,800    ·고지서 출력  

136,284  ㅇ재산세 고지  

49,450,000원*1식 49,450    ·고지서 제작  

6,734,000원*1식 6,734    ·봉투 제작  

80,100,000원*1식 80,100    ·고지서 출력  

138,978  ㅇ주민세 고지  

78,228,000원*1식 78,228    ·고지서 제작  

60,750,000원*1식 60,750    ·고지서 출력  

177,119  ㅇ종합토지세 고지  

43,050,000원*1식 43,050    ·고지서 제작  

50,019,000원*1식 50,019    ·봉투 제작  

84,050,000원*1식 84,050    ·고지서 출력  

7,556  ㅇ기타 수용비  

7,556,000원*1식 7,556    ·전산업무처리양식샘플제작 등  

0415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4,860,396 4,753,713 -106,683

4,753,713(11-1264-122-307-05) 민간위탁금

4,753,713  ㅇ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금  

4,753,713,000원*1년 4,753,713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금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전략목표 : 1,758,357 230,000 -1,528,357

정부 세제 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재정 자
주권 확대

성과목표 : 1,758,357 230,000 -1,528,35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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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방안 등 연구과제건수 3과제 3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건의 및 정비건수 확인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 6과제 8과제 지방세 포럼주제 선정 운영건수 확인

불합리한 세제 개선 건의 건수 26건 27건 28건 세제이론 개발, 건의 건수 확인

종합토지세 과세 현실화율 조정 3.1이하 3.0이하 2.9이하 구간 현실화율의 편차도 조사

0408 지방세제개편 방안 연구 200,000 120,000 -80,000

120,000(11-1263-220-207-01) 용역비

120,000  ㅇ학술용역비  

50,000,000원*1식 50,000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70,000,000원*1식 70,000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0417 지방세 연구소 운영 70,000 110,000 40,000

110,000(11-1263-122-201-01) 일반운영비

110,000  ㅇ연구소 및 포럼 운영비  

80,000,000원*1식 80,000    · 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30,000,000원*1식 30,000    · 온라인지방세 포럼 운영비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전략목표 : 51,920 62,920 11,000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성과목표 : 51,920 62,920 1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 2,000억 1,550억 1,200억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율 7% 6% 5% [평가금액/요청금액]*100

0102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22,920 33,920 11,000

32,000(11-1262-122-201-01) 일반운영비

32,000  ㅇ옴부즈만운영 등  

100,000원*4명*4일*12월 19,200    ·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  

150,000원*3명*4분기 1,800    ·외부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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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10명*11회 11,000    ·원가분석자문 회의 참석 수당  

1,920(11-1262-122-202-01) 국내여비

10,000원*4명*4일*12월 1,920  ㅇ옴부즈만출장 여비  

0814 원가계산 관리시스템 구축 29,000 29,000 0

29,000(11-1262-220-201-01) 일반운영비

29,000  ㅇ원가관리시스템운영  

1,000,000원*2개업체*12개월 24,000    ·테이타정보이용료  

5,000,000원*1식 5,000    ·시스템보완및유지관리비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
성, 생산성 제고

전략목표 : 93,240,479 73,120,479 -20,120,000

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성과목표 : 90,260,000 66,085,000 -24,17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공공용지 확보 매입 건수 3건 3건 3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공공용지 교환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801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90,260,000 66,085,000 -24,175,000

66,085,000(11-1261-220-401-01) 시설비

66,085,000  ㅇ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39,085,000    ·토지매입비  

36,424,000,000원*1식 36,424,000      -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  

2,661,000,000원*1식 2,661,000      - 북부지청 부지 매입  

1,000,000,000원*1식 1,000,000    ·상호재산교환 정산비  

26,000,000,000원*1식 26,000,000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시유재산의 매각 및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
입확보

성과목표 : 2,980,479 7,035,479 4,05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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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율 계획수립 100%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시유재산 매각 수입 29,581 29,600 29,610 시유재산 매각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대부 수입 2,646 2,646 2,646 시유재산 대부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 950 950 950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실적 확인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내부이용자 만족도 실시 정보이용자 만족도 조사

0809 시유재산 관리위임 400,000 400,000 0

400,000(11-1261-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0원*1식 400,000  ㅇ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0810 국유재산 관리위임 1,795,000 5,600,000 3,805,000

5,600,000(11-1261-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600,000,000원*1식 5,600,000  ㅇ자치구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0812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785,479 1,035,479 250,000

1,030,349(11-1261-122-201-01) 일반운영비

1,030,349  ㅇ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690,000,000원*1년 690,000    ·재산매각관련 홍보책자 및 감정평가수수료  

340,349,000원*1년 340,349    ·노고산별관 및 자재창고 등 공유재산관리비  

5,130(11-1261-122-303-01) 포상금

20,518,000원/4년 5,130  ㅇ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일반예산전략목표 : 8,706,215 10,308,860 1,602,645

일반예산성과목표 : 8,706,215 10,308,860 1,602,64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7,178,714 8,673,194 1,49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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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586(11-1261-110-101-01) 기본급

3,074,493  ㅇ일반직(144명)  

70,430,000원*1명*1.022 71,980    · 2급  

66,057,000원*2명*1.022 135,021    · 3급  

2,332,100원*2명*12월*1.024 57,314    · 4급  

2,060,600원*24명*12월*1.024 607,696    · 5급  

1,750,600원*61명*12월*1.024 1,312,194    · 6급  

1,341,700원*54명*12월*1.024 890,288    · 7급  

310,878  ㅇ 기 능 직(21명)  

1,555,600원*3명*12월*1.024 57,346    · 7등급  

1,321,700원*6명*12월*1.024 97,447    · 8등급  

1,082,500원*11명*12월*1.024 146,320    · 9등급  

794,600원*1명*12월*1.024 9,765    · 10등급  

3,178,370,000원*1/6 529,729  ㅇ 기말수당  

264,864,167원*1.95 516,486  ㅇ 정근수당  

1,193,356(11-1261-110-101-02) 수당

772,692  ㅇ 시간외수당  

671,766    · 일반.별정  

8,506원*24명*55시간*12월*1.024 137,969      - 5급  

7,216원*61명*55시간*12월*1.024 297,489      - 6급  

6,475원*54명*55시간*12월*1.024 236,308      - 7급  

45,165    · 기능직  

6,475원*2명*55시간*12월*1.024 8,753      - 7등급  

5,802원*1명*55시간*12월*1.024 3,922      - 8등급  

5,204원*2명*55시간*12월*1.024 7,035      - 9등급  

4,708원*8명*55시간*12월*1.024 25,455      - 10등급  

55,761    · 현업근무자  

39,602      -시간외수당  

5,802원*2명*3시간*301일*1.024 10,730       =기능8등급  

5,204원*6명*3시간*301일*1.024 28,872       =기능9등급  

16,159      -야간근무수당  

15,472원*2명*1/2*365일*1.024 5,783       =기능8등급  

13,880원*2명*365일*1.024 10,376       =기능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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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7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165명*4회*0.17 5,386    · 중학교  

364,800원*165명*4회*0.17 40,931    · 고등학교  

109,296  ㅇ 가족수당  

30,000원*165명*12월*0.82 48,708    · 배우자  

20,000원*165명*12월*1.53 60,588    · 기타가족  

181,200  ㅇ 정근수당 가산금  

130,000원*37명*12월 57,720    · 25년 이상  

110,000원*52명*12월 68,64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24명*12월 23,04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30명*12월 21,60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7명*12월 10,200    · 5년 - 10년 미만  

360  ㅇ 위험수당  

30,000원*1명*12월 360    · 을종  

5,640  ㅇ 특수업무 수당  

720    ·기술업무수당  

30,000원*1명*12월 360      -기술업무수당(6,7급)  

30,000원*1명*12월 360      -기술자격증 수당(기사1급)  

4,920    · 전산업무 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3 년 이상  

30,000원*2명*12월 720      - 1~2 년 미만  

57,314,000원*0.11 6,305  ㅇ 관리업무 수당  

3,178,370,000원*0.35*0.06 66,746  ㅇ 대우수당  

50,000원*8명*12월 4,8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249,600(11-126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60명*12월 249,600  ㅇ정액급식비  

246,120(11-1261-110-101-04) 교통보조비

246,120  ㅇ교통비  

140,000원*28명*12월 47,040    · 4,5급  

130,000원*111명*12월 173,160    · 6급, 7급  

120,000원*18명*12월 25,920    · 8급이하  

397,297(11-1261-110-101-05) 명절휴가비

264,864,167원*150% 397,297  ㅇ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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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61(11-1261-110-101-06) 가계지원비

264,864,167원*250% 662,161  ㅇ가계지원비  

183,094(11-1261-110-101-07) 연가보상비

183,094  ㅇ연가보상금  

31,730,833원*20일*1/24*0.78*0.53 10,932    · 연봉직, 계약직  

264,864,167원*1/24*20일*0.78 172,162    · 월급제  

286,649(11-1261-110-101-08) 기타직보수

197,972  ㅇ 계약직(4명)  

173,769    · 급여  

49,162,000원*1명*1.024 50,342      - 나급  

40,178,000원*3명*1.024 123,427      - 다급  

24,203    ·  수당  

100,786,020원*0.5*0.0078*55시간 21,619      - 시간외 근무수당  

2,055      - 가족수당  

30,000원*4명*12월*0.66 951        = 배우자  

20,000원*4명*12월*1.15 1,104        = 기타가족  

529      -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4명*4회*0.08 62        = 중학교  

364,800원*4명*4회*0.08 467        = 고등학교  

88,677  ㅇ비전임 계약직(6명)  

14,433,000원*6명*1.024 88,677    ·라급  

52,643(11-126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3,874  ㅇ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21,640원*5명*263일 28,457    ·인부임  

2,300원*5명*263일 3,025    ·중식비  

21,640원*5명*263일*84.05/1,000 2,392    ·4대 보험료  

18,769  ㅇ결산서, 계약서 등 서류정리  

28,855원*6명*100일 17,313    ·인부임  

28,855원*6명*100일*84.05/1,000 1,456    ·4대 보험료  

150,973(11-1261-121-303-01) 포상금

264,864,167원*57% 150,973  ㅇ 성과상여금  

660,780(11-1261-121-304-01) 연금부담금

660,780  ㅇ 연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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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32    ·연금 부담금  

405,008,000원*0.73*11.076% 32,747      - 연봉제  

4,405,785,000원*11.076% 487,985      - 월급제  

131,490    ·퇴직수당부담금  

405,008,000원*0.73*2.7968% 8,269      - 연봉제  

4,405,785,000원*2.7968% 123,221      - 월급제  

8,558    ·재해보상부담금  

405,008,000원*0.73*0.182% 539      - 연봉제  

4,405,785,000원*0.182% 8,019      - 월급제  

158,935(11-126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58,935  ㅇ 의료보험 부담금  

405,008,000원*2.105% 8,526    · 연봉제  

7,145,281,000원*2.105% 150,409    · 월급제  

9902 기본경비 1,527,501 1,635,666 108,165

393,203(11-1261-121-201-01) 일반운영비

67,348  ㅇ공통기본경비  

1,543    ·기본사무용품  

10,000원*148명 1,480      -  사무직  

3,000원*21명 63      -  기타직  

30,000원*148명 4,440    · 기본사무용품 종이류  

5,000원*169명 845    · 소규모 수선비  

400,000원*30대 12,000    · 행정장비 수리비  

50,000원*24팀 1,200    · 도서구입비  

240,000원*169명 40,560    ·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0,000원*169명 6,760    · 기타 소모품 구입비  

69,705  ㅇ회계관리 업무처리  

20,000원*400권*2회 16,000    ·재무회계 법규정비 및 추록  

16,700원*1,200권*1회 20,040    ·회계장부 등 인쇄  

4,500원*400권*4종 7,200    ·연말정산 지침 등 인쇄  

3,000원*1,800명 5,40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633,000원*1식 633    ·전산기록지 등 인쇄  

20,432    ·수입증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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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원*100,000매 1,514      -저액권  

31.53원*600,000매 18,918      -고액권  

7,630  ㅇ계약관련 업무처리  

1,900원*27종*100권 5,130    ·계약업무 인쇄물 구입 등  

60,000원*15권 900    ·계약실무관련 전문자료  

100,000원*8명*2회 1,600    ·피복비  

105,800  ㅇ공금지출 및 결산업무  

86,000    ·결산관련 업무  

2,000,000원*1식 2,000      -결산검사장 설치 운영  

80,000원*30일*10명 24,000      -검사위원 운영수당  

64,000원*500권 32,000      -결산서 및 의견서 인쇄  

60,000원*300권*1회 18,000      -성과주의 결산서 인쇄  

12,500원*800부*1회 10,000      -결산지침 및 설명서 인쇄  

19,200    ·시금고 선정  

100,000원*4회*20명 8,000      -선정심사위원 수당  

100,000원*2회*20명 4,000      -심사자료 사전검토  

2,400,000원*3개사*1회 7,200      -공개입찰 신문공고료  

300,000원*2종 600    ·지출증빙서 편철용 인쇄물  

25,000,000원*1식 25,000  ㅇ소모품 구매 등 기타  

51,800  ㅇ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3,000원*300부*12회 10,800    ·회의자료 등 인쇄  

13,000원*100부*10회 13,000    ·시의회 자료 인쇄  

20,000,000원*1식 20,00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20,000원*100부*4종 8,000    ·각종 서식 등 인쇄  

58,340,000원*1식 58,340  ㅇ기타업무추진 급량비  

7,580,000원*1식 7,580  ㅇ기타업무추진소모품구입비  

141,253(11-1261-121-202-01) 국내여비

70,273,000원 70,273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420,000원*169명 70,980  ㅇ기본업무추진 여비  

29,840(11-126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84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2급  

7,200,000원*2명 14,400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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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000원*2명 6,440    ·4급  

63,000(11-126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원*10회 30,000  ㅇ재무업무 추진  

100,000원*10회 1,000  ㅇ수입증지운영  

300,000원*4회 1,200  ㅇ공금(자금)수급관리및 운영  

150,000원*10회 1,500  ㅇ재무회계법규정비업무수행  

300,000원*5회 1,500  ㅇ공금운영전문가회의운영  

1,140,000원*10회 11,400  ㅇ결산심의 및 검사대책등 관련 업무수행  

290,000원*10회 2,900  ㅇ주요업무계획 추진운영  

650,000원*10회 6,500  ㅇ국공유재산관리특별업무추진  

400,000원*10회 4,000  ㅇ시유재산조사활동  

300,000원*10회 3,000  ㅇ공유재산심의회운영  

17,760(11-126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76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2과*12월 7,200    ·정원 15인초과 30인이하  

300,000원*2과*12월+5,000원*56명*12월 10,560    ·정원 30인초과  

58,800(11-126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58,8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600,000원*3명*12월 21,600    ·2급(국장)  

350,000원*2명*12월 8,400    ·4급(과장)  

100,000원*24명*12월 28,800    ·5급(팀장)  

341,760(11-1261-121-204-02) 직급보조비

341,760  ㅇ직급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500,000원*2명*12월 12,000    ·3급  

400,000원*2명*12월 9,600    ·4급  

250,000원*24명*12월 72,000    ·5급  

155,000원*61명*12월 113,460    ·6급(등급)  

140,000원*57명*12월 95,760    ·7급(등급)  

105,000원*17명*12월 21,420    ·8.9급(등급)  

95,000원*1명*12월 1,140    ·10등급  

250,000원*1명*12월 3,000    ·계약 나급  

155,000원*3명*12월 5,580    ·계약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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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0(11-126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24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4*12월 12,240    ·일반업무담당  

50,000원*20명*12월 12,000    ·관재업무담당  

50000원*126명*12월 75,600  ㅇ대민활동비  

19,500(11-1261-121-301-11) 기타보상금

900,000원*10명 9,000  ㅇ결산검사 자료수집활동 지원  

35,000원*10인*30일 10,500  ㅇ결산검사위원현지출장비  

35,900(11-1262-121-201-01) 일반운영비

35,900  ㅇ계약심사관련업무처리  

8,000원*400권 3,200    ·계약담당 직무교재 발간  

15,000원*3종*5팀*12월 2,700    ·물가정보지 구매  

15,000,000원*1식 15,000    ·각종업무계획서 발간  

15,000,000원*1식 15,000    ·소모품 및 기타수용비  

20,000(11-126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원*10회 3,000    ·계약심사업무운영  

200,000원*12회 2,400    ·물가조사업무추진  

160,000원*10회 1,600    ·주요업무계획추진운영  

200,000원*10회 2,000    ·청렴계약제 업무추진  

300,000원*10회 3,000    ·구매계약방법 업무추진  

200,000원*10회 2,000    ·자재수급 업무추진  

300,000원*10회 3,000    ·기술심사관련 업무추진  

300,000원*10회 3,000    ·원가계산분석관련 업무추진  

12,240(11-1262-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4명*12월 12,24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6,118(11-1263-121-201-01) 일반운영비

35,330  ㅇ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  

28,23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70,000원*17회*7명 8,330      -이의신청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00원*360건*7명 6,300      -이의신청등 안건심의수당  

10,000원*80부*17회 13,600      -이의신청 등 심의안건등 인쇄  

6,26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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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4명*17회 4,76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2,500원*150건*4명 1,500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수당  

840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  

70,000원*6명*2회 840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200  ㅇ시세관련 소송공동수행 업무  

30,000원*40건 1,200    ·소송공동수행활동비  

59,020  ㅇ지방세정 운영 및 법령개선 업무  

1,000원*15건*500부 7,500    ·시세조례 및 지침 인쇄  

12,000원*500권 6,000    ·세무관계 자치법규집 제작  

8,000원*2000권 16,000    ·지방세업무편람 제작  

15,000원*450권 6,750    ·지방세연감 제작  

7,000원*450권 3,150    ·지방세사례집 제작  

14,000원*450부 6,300    ·지방세해설집 제작  

11,000원*200부 2,200    ·지방세과세적부심사사례집 제작  

5,000원*200부 1,000    ·지방세소송업무운영및사례집 제작  

20원*50,000매 1,000    ·지방세정 안내문 등 제작  

30,000원*150권 4,500    ·지방세관계법령집 구입  

80,000원*10권 800    ·조세편람 등 구입  

80,000원*20권 1,600    ·지방세관련 도서 구입  

2,220원*5종*200부 2,220    ·지방세정업무추진관련 기타 인쇄물 등  

28,175  ㅇ지방세관련 과표운용  

5,500원*2,750권 15,125    ·부동산시가표준액 제작  

8,000원*1,600권 12,800    ·차량,기타물건시가표준액 제작  

2,500원*100부 250    ·과표적용비율 지침 인쇄  

3,500  ㅇ세외수입 운용  

5,000원*450권 2,250    ·세외수입업무편람 제작  

2,500원*300부 750    ·세외수입업무 지침 인쇄  

2,500원*100부*2회 500    ·세외수입관련 조례개정안등 인쇄  

960  ㅇ정보이용료  

50,000원*12월 600    ·이나우스D/B 이용료  

30,000원*12월 360    ·기타정보이용료  

7,933,000원*1식 7,933  ㅇ전산장비유지비 및 소모품구입  

13,500(11-126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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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10회 5,000  ㅇ세원발굴 및 세정활동  

650,000원*10회 6,500  ㅇ지방세법령 개선, 연구활동  

200,000원*10회 2,000  ㅇ세제구조개편 자료분석 및 조정활동  

27,600(11-1263-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23명*12월 27,6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9,452(11-1264-121-201-01) 일반운영비

30,000,000원*1년 30,000  ㅇ세목별 과징업무지침 등 인쇄  

28,000,000원*1년 28,000  ㅇ지방세 납부안내서 등 제작  

38,812  ㅇ지방세 부과징수 운용  

3,500,000원*1년 3,500    ·세입업무관련각종서식  

7,000,000원*1년 7,000    ·세목별 고지서 변경 및 개발운영 관련서식  

2,000원*5,000부*1회 10,000    ·수납체계개선 편람  

2,000원*2,000부*1회 4,000    ·세목별 전산코드 일람표  

5,000원*500부 2,500    ·세입실적보고서  

1,000원*300부*2회 600    ·시금고 검사 관련 서식  

3,212,000원*1년 3,212    ·세입징수 업무용 도서 구매  

8,000,000원*1년 8,000    ·지방세운영 기타인쇄물 등  

2,640  ㅇ지방세 관련 전산정보사용료 등  

15,000원*8대*12월 1,440    ·체납전산PDA시스템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    ·이나우스등 세무정보이용료  

10,000,000원*1년 10,000  ㅇ전산소모품 구매 등 기타 수용비  

23,500(11-126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00  ㅇ 시세입 확보 및 조사연구, 과징지도활동  

350,000원*12회 4,200    ·세입조사연구 및 독려활동  

8,300,000원 8,300    ·세입분석 및 목표달성 활동  

11,000  ㅇ38 세금 기동팀 운영  

400,000원*12회 4,800    ·고액체납 징수 활동  

300,000원*12회 3,600    ·부동산 압류및 공매처분 활동비  

2,600,000원*1식 2,600    ·금융재산조회 활동등  

92,400(11-1264-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44명*12월 52,8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세무과)  

100,000원*33명*12월 39,6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3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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