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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국

개    요

□ 조  직 : 재무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 인  력 : 200명 (2  1명, 3  2명, 4  2명, 5 이하 195명)

□   산                                                                                              (단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증    감% % %

일반회계

계 103,411 100 131,035 100 △27,624 △21.1

인 건 비 10,350 10.0 8,673 6.6 1,677 19.3

기본경비 1,751 1.7 1,636 1.3 115 7.0

사 업 비 91,310 88.3 120,726 92.1 △29,416 △24.3

기    타 - - - - - -

기 임무

  체계 이고 효율 인 재무 리와 세입의 안정  확보로 선진 재무행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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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Ⅰ : 시 세입의 안정  확보 (10.7%)

목표체계                                               산규모  

                          
『 략목표Ⅰ』

 시 세입의 안정  확보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3
(세무과)

『 략목표Ⅲ』

재무 리 효율화로 경 마인드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4

(재무과, 계약심사과)

『 략목표Ⅱ』

조세체계의 효율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세제과)

략목표  4건

성과목표  8건

주요사업 17건

략 Ⅱ : 조세체계의 효율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0.3%)

(단 :백만원)

103,411

략 Ⅲ : 재무 리의 효율화로 경

마인드 제고(0.8%)

일반 산  (11.7%)

『 략목표Ⅳ』

재산  물품 리체계 확립으로 
재산 리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4

(재무과)

략 Ⅳ : 재산  물품 리체계 

확립으로 재산 리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76.5%)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6,   본예산 확정)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X -84)

-27,624 103,411 131,035

(X 84)

재무국

-3,511 11,069 14,580전략목표 1: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3,511 11,069 14,580성과목표 1-1: 총력징수체제 확립으로 시 세입목표 달성

-시 세입 목표액 86,818억원 87,663억원 90,389억원 시세입 징수 실적

-38세금기동팀 운영실적 394억원 361억원 381억원 최종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금액 24,578억원 8,210억원 7,018억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1,307 400 1,707전략목표 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1,307 400 1,707성과목표 2-1: 정부 세제 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재정 자주권 확대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10과제 12과제 12과제 지방세 포럼주제 선정 운영건수 확인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 연구과제 건수 2과제 2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건의 및 정비 건수 확인

0 0 0성과목표 2-2: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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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제개선 건의 건수 30건 28건 29건 세제이론 개발 · 건의 건수 확인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 21일 20.5일 20일 과세전적부 민원처리기간 조사

-지방세 민사소송 승소율 86% 86.5% 87% 민사소송 승소율 조사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율 72% 73% 74% 행정소송 승소율 조사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처리 기간 49일 48일 47일 이의신청 처리기간 조사

1 재무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X -84)

652 799 147

(X 84)

전략목표 3: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X -84)

686 770 84

(X 84)

성과목표 3-1: 회계운영의 개선으로 재정의 투명성 · 수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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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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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율 계획 100% -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복식부기관련 직원교육 인원수 - 400명 400명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34 29 63성과목표 3-2: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 1,180억 1,200억 1,000억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율 9.5% 5% 4% [평가금액/요청금액]*100

-25,251 79,041 104,292전략목표 4: 재산 및 물품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 생산성 제고

-24,661 71,424 96,085성과목표 4-1: 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

-공공용지 확보 매입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공공용지 교환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590 7,617 8,207성과목표 4-2: 시유재산의 매각 및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입확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율 60% 100% -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시유재산 매각 수입(백만원) 1,226,929 54,543 54,543 시유재산 매각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대부 수입(백만원) 2,519 2,307 2,119 시유재산 대부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백만원) 916 1,391 1,100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실적 확인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내부이용자 만족도 - 70% 80% 정보이용자 만족도 조사

2 재무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0 0 0성과목표 4-3: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물품 집중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70백만원 80백만원 90백만원

1,793 12,101 10,309전략목표 9: 일반예산

1,793 12,101 10,309성과목표 9-9: 일반예산

3 재무국



성 과 단 명 세 서



재무국 131,035,124 103,410,852 -27,624,272
(X84,000) (X0) (X-84,000)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전략목표 : 14,580,172 11,069,000 -3,511,172

총력징수체제 확립으로 시 세입목표 달성성과목표 : 14,580,172 11,069,000 -3,511,17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시 세입 목표액 86,818억원 87,663억원 90,389억원 시세입 징수 실적

38세금기동팀 운영실적 394억원 361억원 381억원 최종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금액 24,578억원 8,210억원 7,018억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0401 체납시세징수 지원 2,743,848 2,761,000 17,152

2,761,000(11-1264-122-303-01) 포상금

2,761,000,000원*1식 2,761,000  ㅇ 체납징수 포상금

0402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148,000 129,000 -19,000

129,000(11-1264-220-307-05) 민간위탁금

129,000  ㅇ납세조합주민세특별징수 징수교부금

2,580,000,000원*0.05 129,000    징수예상액

0404 38세금기동팀운영 281,430 270,000 -11,430

195,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30원*85,000건*4회 10,200  ㅇ체납고지서등 제작

8,000,000원*1식 8,000  ㅇ체납징수관련 각종 예고서 등 제작

13,950  ㅇ체납고지서 등 발송용역

150원*15,000명*4회 9,000    ·체납고지서 발송

110원*15,000명*3회 4,950    ·각종 안내문 등 발송

105,210  ㅇ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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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0,000원*1년 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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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ㅇ급량비

5,000원*10일*50명*12월 30,000    ·특근급량비

150,000원*50개 7,500  ㅇ동절기 피복제작

75,000(11-1264-122-202-01) 국내여비

75,000  ㅇ고액체납징수활동 여비

75,000,000원*1년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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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00 500

91,000(11-1264-122-303-01) 포상금

91,000  ㅇ시세종합평가결과 시상

65,000    ·시세입종합평가

15,000,000원*1개구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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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5개구 5,000      -장려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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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56명 5,600    ·시세입유공공무원시상

5,400,000원*1식 5,400    ·시세입유공부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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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종합전산시스템관리 5,769,181 525,000 -5,244,181

525,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525,000  ㅇ현행세무종합시스템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525,000,000원*1년 525,000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041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716,500 780,000 63,500

780,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195,023  ㅇ자동차세 고지

87,331,000원*1식 87,331    ·고지서 제작

9,944,000원*1식 9,944    ·봉투 제작

97,748,000원*1식 97,748    ·고지서 출력

427,157  ㅇ재산세 고지

116,899,000원*1식 116,899    ·고지서 제작

124,061,000원*1식 124,061    ·봉투 제작

186,197,000원*1식 186,197    ·고지서 출력

151,577  ㅇ주민세 고지

89,734,000원*1식 89,734    ·고지서 제작

61,843,000원*1식 61,843    ·고지서 출력

6,243  ㅇ기타 수용비

6,243,000원*1식 6,243    ·전산업무처리양식샘플제작 등

0415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4,753,713 4,753,000 -713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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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000(11-1264-122-307-05) 민간위탁금

4,753,000  ㅇ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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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9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0 1,696,000 1,696,000

1,696,000(11-1264-220-207-02) 전산개발비등

266,000,000원*1식 266,000  ㅇS/W구입비

1,430,000,000*1식 1,430,000  ㅇ개발비(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전략목표 : 1,707,000 400,000 -1,307,000

정부 세제 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재정 자
주권 확대

성과목표 : 1,707,000 400,000 -1,30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10과제 12과제 12과제 지방세 포럼주제 선정 운영건수 확인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 연구과제 건수 2과제 2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건의 및 정비 건수 확인

0408 지방세제개편 방안 연구 120,000 100,000 -20,000

100,000(11-1263-220-207-01) 용역비

100,000  ㅇ학술용역비

50,000,000원*1식 50,000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50,000,000원*1식 50,000    ·지방세 과세체계 및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0417 지방세 연구소 운영 110,000 300,000 190,000

300,000(11-1263-122-201-01) 일반운영비

300,000  ㅇ연구소 운영비

300,000,000원*1식 300,000    · 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전략목표 : 146,920 799,400 652,480
(X84,000) (X0) (X-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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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의 개선으로 재정의 투명성 · 수익
성 확보

성과목표 : 84,000 770,000 686,000
(X84,000) (X0) (X-8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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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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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율 계획 100% -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복식부기관련 직원교육 인원수 - 400명 400명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813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 84,000 770,000 686,000

(X 84,000) (X 0) (X-84,000)

10,000(11-1261-220-201-01) 일반운영비

5,000원*400부*5회 10,000  ㅇ시스템관련 교육 및 회의자료, 책자인쇄

760,000(11-1261-220-207-02) 전산개발비등

760,000  ㅇ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170,000,000원*1식 170,000    ·커스트마이징

140,000,000원*1식 140,000    ·복식부기화 모듈개발

70,000,000원*3개 210,000    ·재무회계시스템 등 3개 시스템 통합 및 보완

120,000,000원*1식 120,000    ·계약관리통합시스템 확장

120,000,000원*1식 120,000    ·물품관리시스템 보완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성과목표 : 62,920 29,400 -33,5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 1,180억 1,200억 1,000억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율 9.5% 5% 4% [평가금액/요청금액]*100

0102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33,920 29,400 -4,520

27,000(11-1262-122-201-01) 일반운영비

27,000  ㅇ옴부즈만운영 등

100,000원*5명*3일*12월 18,000    ·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

150,000원*5명*4분기 3,000    ·외부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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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10명*6회 6,000    ·원가분석자문 회의 참석 수당

2,400(11-1262-122-202-01) 국내여비

10,000원*5명*4일*12월 2,400  ㅇ옴부즈만출장 여비

재산 및 물품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 
생산성 제고

전략목표 : 104,292,172 79,041,000 -25,251,172

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성과목표 : 96,085,000 71,424,000 -24,66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공공용지 확보 매입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공공용지 교환 건수 1건 1건 1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801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96,085,000 71,424,000 -24,661,000

71,424,000(11-1261-220-401-01) 시설비

71,424,000  ㅇ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36,424,000    ·토지매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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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00원*1식 5,000,000    ·상호재산교환 정산비

30,000,000,000원*1식 30,000,000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시유재산의 매각 및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
입확보

성과목표 : 8,207,172 7,617,000 -590,17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율 60% 100% - 계획대비 구축실적 확인

시유재산 매각 수입(백만원) 1,226,929 54,543 54,543 시유재산 매각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대부 수입(백만원) 2,519 2,307 2,119 시유재산 대부 수입실적 확인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백만원) 916 1,391 1,100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실적 확인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내부이용자 만족도 - 70% 80% 정보이용자 만족도 조사

0802 노후집기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597,693 597,000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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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00(11-126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97,000  ㅇ자산취득비

482,579,000원*1년 482,579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114,421,000원*1년 114,421    ·노후 집기교체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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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000 5,6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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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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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1,609,479 1,020,000 -589,479

738,000(11-1261-122-201-01) 일반운영비

738,000  ㅇ재산매각 홍보와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관리

302,000,000원*1년 302,000    ·재산매각관련 홍보책자 및 신문공고료

436,000,000원*1년 436,000    ·보험료,수수료 및 자재창고 등 공유재산 관리비

227,559(11-1261-122-207-01) 용역비

227,559  ㅇ정기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2,086원*8,461건 186,870    ·인건비

4,809원*8,461건 40,689    ·경비

4,441(11-1261-122-303-01) 포상금

4,441  ㅇ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4,441,000원*1식 4,441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50,000(11-1261-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1식 50,000  ㅇ자재창고 소방시설 정비

일반예산전략목표 : 10,308,860 12,101,452 1,79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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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10,308,860 12,101,452 1,792,59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9901 인건비 8,673,194 10,350,007 1,676,813

5,203,998(11-1261-110-101-01) 기본급

3,778,817  ㅇ일반직(172명)

68,024,000원*1명*0.94*1.055 67,460    · 2급

61,719,000원*2명*0.91*1.055 118,507    · 3급

53,979,000원*2명*0.87*1.055 99,090    · 4급

2,135,700원*28명*12월*1.045 749,887    · 5급

1,792,600원*69명*12월*1.045 1,551,066    · 6급

1,373,900원*68명*12월*1.045 1,171,553    · 7급

960,900원*1명*12월*1.045 12,050    · 8급

733,900원*1명*12월*1.045 9,204    · 9급

202,375  ㅇ 기 능 직(13명)

1,592,900원*2명*12월*1.045 39,950    · 7등급

1,380,900원*4명*12월*1.045 69,266    · 8등급

1,108,500원*6명*12월*1.045 83,404    · 9등급

777,900원*1명*12월*1.045 9,755    · 10등급

3,696,135,000원*1/6 616,023  ㅇ 기말수당

308,011,250원*1.97 606,783  ㅇ 정근수당

1,474,999(11-1261-110-101-02) 수당

976,527  ㅇ 시간외수당

906,898    · 일반.별정

9,088원*28명*57시간*12월*1.045 181,886      - 5급

7,711원*69명*57시간*12월*1.045 380,306      - 6급

6,919원*68명*57시간*12월*1.045 336,299      - 7급

6,200원*1명*57시간*12월*1.045 4,432      - 8급

5,560원*1명*57시간*12월*1.045 3,975      - 9급

41,252    ·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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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원*1명*57시간*12월*1.045 4,946      - 7등급

6,200원*2명*57시간*12월*1.045 8,864      - 8등급

5,560원*6명*57시간*12월*1.045 23,846      - 9등급

5,030원*1명*57시간*12월*1.045 3,596      - 10등급

28,377    · 현업근무자

5,925      -휴일근무수당

53,043원*1명*116일*0.33*1.045 2,122       =기능7등급

47,534원*2명*116일*0.33*1.045 3,803       =기능8등급

15,082      -시간외수당

6,919원*1명*3시간*249일*1.045 5,402       =기능7등급

6,200원*2명*3시간*249일*1.045 9,680       =기능8등급

7,370      -야간근무수당

2,306원*1명*365일*3*1.045 2,639       =기능7등급

2,067원*2명*365일*3*1.045 4,731       =기능8등급

58,671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4,000원*185명*4회*0.18 7,193    · 중학교

409,200원*185명*4회*0.17 51,478    · 고등학교

119,214  ㅇ 가족수당

30,000원*185명*12월*0.81 53,946    · 배우자

20,000원*185명*12월*1.47 65,268    · 기타가족

201,480  ㅇ 정근수당 가산금

130,000원*37명*12월 57,720    · 25년 이상

110,000원*55명*12월 72,60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41명*12월 3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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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0  ㅇ 특수업무 수당

360    ·기술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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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0    · 전산업무 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3 년 이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9 재무국



30,000원*2명*12월 720      - 1~2 년 미만

3,696,135,000원*0.49*0.06 108,667  ㅇ 대우수당

50,000원*8명*12월 4,8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288,600(11-126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85명*12월 288,600  ㅇ정액급식비

282,600(11-1261-110-101-04) 교통보조비

282,600  ㅇ교통비

140,000원*28명*12월 47,040    · 5급

130,000원*139명*12월 216,840    · 6급, 7급

120,000원*13명*12월 18,720    · 8급이하

462,017(11-1261-110-101-05) 명절휴가비

308,011,250원*150% 462,017  ㅇ명절휴가비

770,029(11-1261-110-101-06) 가계지원비

308,011,250원*250% 770,029  ㅇ가계지원비

139,793(11-1261-110-101-07) 연가보상비

139,793  ㅇ연가보상금

51,862,833원*10일*1/24*0.53 11,454    · 연봉직, 계약직

308,011,250원*1/24*10일 128,339    · 월급제

456,577(11-1261-110-101-08) 기타직보수

387,047  ㅇ 계약직(10명)

337,297    · 급여

38,985,960원*2명*1.058 82,495      - 나급

31,999,480원*6명*1.058 203,133      - 다급

24,417,960원*2명*1.058 51,669      - 마급

49,750    ·  수당

63,682원*12월*57시간*1.058 46,085      - 시간외 근무수당

3,108      - 가족수당

30,000원*10명*12월*0.39 1,404        = 배우자

20,000원*10명*12월*0.71 1,704        = 기타가족

557      - 자녀학비 보조수당

54,000원*10명*4회*0.03 65        = 중학교

409,200원*10명*4회*0.03 492        = 고등학교

69,530  ㅇ비전임 계약직(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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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000원*5명*1.045 69,530    ·라급

46,431(11-126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27,645  ㅇ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23,482원*4명*249일 23,389    ·인부임

2,300원*4명*249일 2,291    ·중식비

23,482원*4명*249일*0.084 1,965    ·4대 보험료

18,786  ㅇ결산검사요원

31,309원*6명*100일 18,786    ·인부임

246,409(11-1261-121-303-01) 포상금

308,011,250원*80% 246,409  ㅇ 성과상여금

790,200(11-1261-121-304-01) 연금부담금

790,200  ㅇ 연금 부담금

604,850    ·연금 부담금

523,264,000원*0.73*10.798% 41,247      - 연봉제

5,219,511,000원*10.798% 563,603      - 월급제

170,169    ·퇴직수당부담금

523,264,000원*0.73*3.0379% 11,605      - 연봉제

5,219,511,000원*3.0379% 158,564      - 월급제

15,181    ·재해보상부담금

523,264,000원*0.73*0.271% 1,036      - 연봉제

5,219,511,000원*0.271% 14,145      - 월급제

188,354(11-126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8,354  ㅇ 의료보험 부담금

523,264,000원*2.105% 11,015    · 연봉제

8,424,615,000원*2.105% 177,339    · 월급제

9902 기본경비 1,635,666 1,751,445 115,779

413,227(11-1261-121-201-01) 일반운영비

71,794  ㅇ공통기본경비

1,859    ·기본사무용품

10,000원*182명 1,820      -  사무직

3,000원*13명 39      -  기타직

30,000원*172명 5,160    · 기본사무용품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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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195명 975    · 소규모 수선비

400,000원*20대 8,000    · 행정장비 수리비

50,000원*24팀 1,200    · 도서구입비

240,000원*195명 46,800    ·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0,000원*195명 7,800    · 기타 소모품 구입비

89,905  ㅇ물품 및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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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2    ·수입증지 제조

18.99원*60,000매 1,140      -저액권

36.23원*400,000매 14,492      -고액권

25,000,000원*1식 25,00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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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00  ㅇ공금지출 및 결산업무

84,000    ·결산관련 업무

2,000,000원*1식 2,000      -결산검사장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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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원*500권 30,000      -결산서 및 의견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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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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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원*4회*10명 2,800    ·공금운영 전문가회의 운영수당

300,000원*2종 600    ·지출증빙서 편철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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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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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0,000원*1식 58,340  ㅇ기타업무추진 급량비

30,358  ㅇ물품관리업무

10,000원*400부 4,000    ·물품관리담당 직무교재

10,000원*300부*4회 12,000    ·정수물품 책정관리인쇄

8,000원*500개 4,000    ·불용물품 폐기 비용

50,000원*5회 250    ·불용물품 매각 감정료

67,384,000원*15% 10,108    ·물품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16,000  ㅇ복식부기관련 업무

20,000원*500권*1회 10,000    ·복식부기관련 교육교재 발간

500부*3,000원*4회 6,000    ·복식부기관련 회의자료 등 인쇄

132,173(11-1261-121-202-01) 국내여비

50,273,000원 50,273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420,000원*195명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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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000원*2명 6,440    ·4급

6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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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26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6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2과*12월 8,400    ·정원 15인초과 30인이하

350,000원*2과*12월+5,000원*56명*12월 11,760    ·정원 30인초과

63,600(11-126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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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600,000원*3명*12월 21,600    ·2급(국장)

350,000원*2명*12월 8,400    ·4급(과장)

100,000원*28명*12월 33,600    ·5급(팀장)

396,120(11-1261-121-204-02) 직급보조비

396,120  ㅇ직급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500,000원*2명*12월 12,000    ·3급

400,000원*2명*12월 9,600    ·4급

250,000원*28명*12월 84,000    ·5급

155,000원*69명*12월 128,340    ·6급(등급)

140,000원*70명*12월 117,600    ·7급(등급)

105,000원*12명*12월 15,120    ·8.9급(등급)

95,000원*1명*12월 1,140    ·10등급

250,000원*2명*12월 6,000    ·계약 나급

155,000원*6명*12월 11,160    ·계약 다급

140,000원*2명*12월 3,360    ·계약 라급

126,360(11-126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16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6*12월 12,960    ·일반업무담당

50,000원*15명*12월 9,000    ·관재업무담당

100,000원*6명*12월 7,200    ·복식부기담당

50000원*162명*12월 97,200  ㅇ대민활동비

19,500(11-1261-121-301-12) 기타보상금

900,000원*10명 9,000  ㅇ결산검사 자료수집활동 지원

35,000원*10인*30일 10,500  ㅇ결산검사위원현지출장비

30,900(11-1262-121-201-01) 일반운영비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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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원*1식 10,000    ·소모품 및 기타수용비

20,000(11-126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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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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0(11-1262-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5명*12월 12,6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9,713(11-1263-121-201-01) 일반운영비

41,260  ㅇ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

33,06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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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3회*7명 630      -이의신청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초과)

5,000원*300건*7명 10,500      -이의신청등 안건심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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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70,000원*4명*17회 4,76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5,000원*130건*4명 2,600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수당

840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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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  ㅇ시세관련 소송공동수행 업무

30,000원*70건 2,100    ·소송공동수행활동비

5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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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450부 6,300    ·지방세해설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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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200부 1,000    ·지방세소송업무운영및사례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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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50,000매 1,000    ·지방세정 안내문 등 제작

30,000원*160권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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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00  ㅇ지방세관련 과표운용

5,500원*1,500권 8,250    ·부동산시가표준액 제작

8,000원*1,000권 8,000    ·차량,기타물건시가표준액 제작

2,500원*100부 250    ·과표적용비율 지침 인쇄

14,000원*600권 8,400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지침

250,000원*2회 500    ·개별주택가격공시 실무자교육 강사료

24,000,000원*10% 2,400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열람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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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3,000원*1식 7,923  ㅇ전산장비유지비 및 소모품구입

18,000(11-126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000원*10회 6,500  ㅇ지방세제개선연구 및 입법추진활동

400,000원*10회 4,000  ㅇ국세ㆍ지방세간 합리적 조정업무추진

300,000원*10회 3,000  ㅇ주택가격공시업무 및 사용료수수료 요율조정

450,000원*10회 4,500  ㅇ이의신청 등 세제업무 처리

36,000(11-1263-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30명*12월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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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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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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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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0  ㅇ38 세금 기동팀 운영

400,000원*12회 4,800    ·고액체납 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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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00원*1식 2,100    ·금융재산조회 활동등

100,800(11-1264-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46명*12월 55,2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세무과)

100,000원*38명*12월 45,6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3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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