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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국

개    요

□ 조  직 : 재무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 인  력 : 198명 (2급 1명, 3급 2명, 4급 2명, 5급이하 193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153,934 100 103,411 100 50,523 48.9

인 건 비 10,921 7.1 10,350 10 571 5.5

기본경비 1,929 1.3 1,751 1.7 178 10.2

사 업 비 141,084 91.6 91,310 88.3 49,774 54.5

기    타 - - - - - -

기관임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선진 재무행정 구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  무  국

전략 Ⅰ :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6.7%)

목표체계                                               예산규모  

                          
『전략목표Ⅰ』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1
(세무과)

『전략목표Ⅲ』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 마인드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2

(재무과, 계약심사과)

『전략목표Ⅱ』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2

(세제과)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5건

주요사업  6건

전략 Ⅱ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0.2%)

(단위:백만원)

153,934

전략 Ⅲ : 재무관리의 효율화로 경

마인드 제고(0.1%)

일반예산  (8.4%)

『전략목표Ⅳ』

재산관리 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1

(재무과)

전략 Ⅳ : 재산관리 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84.6%)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50,523 153,934 103,411재무국

-670 10,399 11,069전략목표 1: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670 10,399 11,069성과목표 1-1: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시 세입 목표액(억원) 87,663 89,443 92,715 시세입 징수 실적

-세외수입 징수 금액(억원) 11,231 12,360 9,971 세외수입 징수실적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고지·납부 실적(천건) 1,580 2,100 2,520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고지 실적

-세제개선 발굴·건의(건) 28 29 30 발굴 및 건의 건수

-100 300 400전략목표 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100 300 400성과목표 2-1: 재정자주권 확대 및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2과제 2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 건의. 토론회 개최 및 연구
건수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처리기간(일) 48 47 46

-과세전 적부심사 평균처리기간(일) 20.5 20.0 20.0

-지방세 민사소송 승소율(%) 86.5 87.0 87.0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율(%) 73.0 73.5 74.0

-692 107 799전략목표 3: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1 재무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750 20 770성과목표 3-1: 회계운영 개선으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

-회계문서 반려 비율(%) 15 14 13 계획대비 실적

-회계처리 내부 만족도(%) 60 65 70 공무원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회계처리 외부 만족도(%) 85 87 90 계약업체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58 87 29성과목표 3-2: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억원) 1,580 1,200 1,100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51,237 130,278 79,041전략목표 4: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51,237 130,278 79,041성과목표 4-1: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유재산 매각수입(백만원) 54,543 51,491 51,223 매각수입 실적

-시유재산 대부수입(백만원) 2,307 1,413 2,221 대부수입 실적

-시유재산 변상금수입(백만원) 1,391 1,311 1,142 변상금수입 실적

749 12,850 12,101전략목표 9: 일반예산

749 12,850 12,101성과목표 9-9: 일반예산

2 재무국



성 과 단 명 세 서



재무국 103,410,852 153,933,748 50,522,896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전략목표 : 11,069,000 10,398,569 -670,431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성과목표 : 11,069,000 10,398,569 -670,43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 세입 목표액(억원) 87,663 89,443 92,715 시세입 징수 실적

세외수입 징수 금액(억원) 11,231 12,360 9,971 세외수입 징수실적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고지·납부 실적(천건) 1,580 2,100 2,520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고지 실적

세제개선 발굴·건의(건) 28 29 30 발굴 및 건의 건수

0401 체납시세징수 지원 2,761,000 2,200,000 -561,000

2,200,000(11-1264-122-303-01) 포상금

2,200,000,000원*1식 2,200,000  ㅇ 체납징수 포상금

0402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129,000 105,000 -24,000

105,000(11-1264-220-307-05) 민간위탁금

105,000  ㅇ납세조합주민세특별징수 징수교부금

105,000,000원 105,000    징수예상액

0404 38세금기동팀운영 270,000 282,000 12,000

184,6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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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0  ㅇ체납고지서 등 발송용역

150원*15,000명*4회 9,000    ·체납고지서 발송

4,450,000원*1식 4,450    ·각종 안내문 등 발송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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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0  ㅇ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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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원*12월 6,000    ·이동전화 및 통신망 사용료

18,140  ㅇ체납활동 장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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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000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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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0  ㅇ급량비

5,000원*10일*43명*12월 25,800    ·특근급량비

97,400(11-1264-122-202-01) 국내여비

97,400  ㅇ고액체납징수활동 여비

150,000원*43명*12월 77,400    ·고액체납징수활동여비

20,000,000원*1년 20,000    ·고액체납징수활동여비(관외)

0409 시세종합평가결과 시상 91,000 97,000 6,000

97,000(11-1264-122-303-01) 포상금

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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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56명 11,200    ·시세입유공공무원시상

5,800,000원*1식 5,800    ·시세입유공부서 지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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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20,000 20,000 0

20,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원*2회 20,000  ㅇ급식비 및 차량임차료 등

0412 세무종합전산시스템관리 525,000 584,000 59,000

584,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584,000  ㅇ현행세무종합시스템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584,000,000원*1년 584,000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041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780,000 760,000 -20,000

760,000(11-1264-122-201-01) 일반운영비

190,673  ㅇ자동차세 고지

81,810,800원*1식 81,811    ·고지서 제작

9,467,290원*1식 9,468    ·봉투 제작

99,393,720원*1식 99,394    ·고지서 출력

403,656  ㅇ재산세 고지

114,398,340원*1식 114,399    ·고지서 제작

111,858,600원*1식 111,859    ·봉투 제작

177,397,380원*1식 177,398    ·고지서 출력

141,279  ㅇ주민세 고지

80,688,660원*1식 80,689    ·고지서 제작

60,589,320원*1식 60,590    ·고지서 출력

24,392  ㅇ기타 수용비

24,392,000원*1식 24,392    ·전산업무처리양식샘플제작 등

0415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4,753,000 4,676,000 -77,000

4,676,000(11-1264-122-307-05) 민간위탁금

4,676,000  ㅇ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금

4,676,000,000원*1년 4,676,000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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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696,000 1,646,069 -49,931

1,646,069(11-1264-220-207-02) 전산개발비

172,474,800원*6식 1,034,849  ㅇDB서버 및 AP서버 6식증설

265,394,000원*2식 530,788  ㅇ스토리지 2식증설

80,432,000원*1식 80,432  ㅇ통신장비 1식증설

0421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 0 18,500 18,500

18,500(11-1263-122-303-01) 포상금

18,500  ㅇ시세외수입종합평가결과 시상

18,500    ·시세입종합평가

2,000,000원*1개구 2,000      -최우수구

1,500,000원*2개구 3,000      -우수구

1,000,000원*4개구 4,000      -준우수구

500,000원*7개구 3,500      -장려구

200,000원*30명 6,000      -시세입유공공무원시상

0423 세외수입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0 10,000 10,000

10,000(11-1263-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  ㅇ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1식*10,000,000원 10,000    ·급식비 및 차량임차료 등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전략목표 : 400,000 300,000 -100,000

재정자주권 확대 및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성과목표 : 400,000 300,000 -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2과제 2과제 2과제 중앙정부 등 개선 건의. 토론회 개최 및 연구건수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처리기간(일) 48 47 46

과세전 적부심사 평균처리기간(일) 20.5 20.0 20.0

지방세 민사소송 승소율(%) 86.5 87.0 87.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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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정소송 승소율(%) 73.0 73.5 74.0

0417 지방세 연구소 운영 300,000 3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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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9,400 107,000 -692,400

회계운영 개선으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성과목표 : 770,000 20,000 -7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회계문서 반려 비율(%) 15 14 13 계획대비 실적

회계처리 내부 만족도(%) 60 65 70 공무원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회계처리 외부 만족도(%) 85 87 90 계약업체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0813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 770,000 20,000 -750,000

20,000(11-1261-220-201-01) 일반운영비

20,000  ㅇ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 홍보

10,000,000원*1회 10,000    · 복식부기 제도관련 직원연찬회

5,000원*1000부*2회 10,000    · 시스템관련 교육자료, 책자 인쇄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예산 절감 도모성과목표 : 29,400 87,000 57,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억원) 1,580 1,200 1,100 계약심사 요청금액과 평가금액 차액

0102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29,400 27,000 -2,400

22,200(11-1262-122-201-01) 일반운영비

19,200  ㅇ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5 재무국



100,000원*5명*3일*12월 18,000    ·회의 참석 및 활동 수당

1,200,000원*1년 1,200    ·외부 전문가 자문

3,000  ㅇ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100,000원*10명*3회 3,000    ·회의참석 수당

4,800(11-1262-122-202-01) 국내여비

20,000원*5명*4일*12월 4,800  ㅇ청렴계약옴부즈만 출장 여비

0814 원가계산 관리시스템 구축 0 60,000 60,000

60,000(11-1262-122-207-02) 전산개발비

60,000  ㅇ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도입

60,000,000원*1식 60,000    ·커스터마이징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전략목표 : 79,041,000 130,278,000 51,237,000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성과목표 : 79,041,000 130,278,000 51,23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유재산 매각수입(백만원) 54,543 51,491 51,223 매각수입 실적

시유재산 대부수입(백만원) 2,307 1,413 2,221 대부수입 실적

시유재산 변상금수입(백만원) 1,391 1,311 1,142 변상금수입 실적

0801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71,424,000 124,424,000 53,000,000

124,424,000(11-1261-220-401-01) 시설비

124,424,000  ㅇ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19,424,000    ·토지매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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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000,000원*1식 55,000,000      - 미군반환기지 매입

28,000,000,000원*1식 28,000,000      - 긴급행정수요대비 토지매입비

5,000,000,000원*1식

5,000,000    ·국가와 우리시간 상호점유 부지 교환 차액 지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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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노후집기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597,000 462,000 -135,000

462,000(11-126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62,000  ㅇ자산취득비

106,243,000원*1년 106,243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355,757,000원*1년 3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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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 -1,600,000

4,000,000(11-1261-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00원*1식 4,000,000  ㅇ자치구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0812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1,020,000 992,000 -28,000

702,000(11-1261-122-201-01) 일반운영비

702,000  ㅇ재산매각 홍보와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관리

40,000,000원*1년 40,000    ·재산매각관련 전자매각 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662,000,000원*1년

662,000    ·감정평가수수료, 보험료 및 자재창고 등 공유재산 관리비

286,000(11-1261-122-207-01) 용역비

286,000,000원*1식 286,000  ㅇ정기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000(11-1261-122-303-01) 포상금

4,000  ㅇ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4,000,000원*1식 4,000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일반예산전략목표 : 12,101,452 12,850,179 748,72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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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12,101,452 12,850,179 748,72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10,350,007 10,920,818 570,811

5,356,243(11-1261-110-101-01) 기본급

4,760,342  ㅇ일반직(176명)

72,291,000원*1명*1.016 73,448    · 2급

64,405,000원*2명*1.016 130,871    · 3급

56,356,000원*2명*1.016 114,516    · 4급

2,748,500원*28명*12월*1.016 938,272    · 5급

2,284,600원*71명*12월*1.016 1,977,623    · 6급

1,755,800원*70명*12월*1.016 1,498,470    · 7급

1,231,300원*1명*12월*1.016 15,013    · 8급

994,800원*1명*12월*1.016 12,129    · 9급

222,759  ㅇ 기 능 직(12명)

2,092,700원*2명*12월*1.016 51,029    · 7등급

1,726,900원*2명*12월*1.016 42,109    · 8등급

1,376,400원*7명*12월*1.016 117,468    · 9등급

996,800원*1명*12월*1.016 12,153    · 10등급

388,688,833원*0.96 373,142  ㅇ 정근수당

1,558,759(11-1261-110-101-02) 수당

1,025,651  ㅇ 시간외수당

973,036    · 일반.별정(171명)

9,471원*28명*59시간*12월*1.016 190,758      - 5급

8,036원*71명*59시간*12월*1.016 410,417      - 6급

7,210원*70명*59시간*12월*1.016 363,045      - 7급

6,461원*1명*59시간*12월*1.016 4,648      - 8급

5,794원*1명*59시간*12월*1.016 4,168      - 9급

52,615    · 기능직(12명)

7,210원*2명*59시간*12월*1.016 10,373      - 7등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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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원*2명*59시간*12월*1.016 9,296      - 8등급

5,794원*7명*59시간*12월*1.016 29,175      - 9등급

5,242원*1명*59시간*12월*1.016 3,771      - 10등급

62,059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188명*4회*0.19 8,059    · 중학교

422,400원*188명*4회*0.17 54,000    · 고등학교

119,117  ㅇ 가족수당

30,000원*188명*12월*0.80 54,144    · 배우자

20,000원*188명*12월*1.44 6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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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0  ㅇ 특수업무 수당

18,000    ·기술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기술업무수당(5급)

30,000원*21명*12월 7,560      -기술업무수당(6급~7급)

30,000원*24명*12월 8,640      -기술자격증 수당(기사1급)

9,600    · 전산업무 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3 년 이상

30,000원*15명*12월 5,400      - 1~3 년

30,000원*188명*12월*1.25%*240% 2,031  ㅇ업무대행 수당

400,000원*188명*12월*0.7% 6,317  ㅇ육아휴직 수당

4,664,266,000원*0.49*4.8% 109,704  ㅇ 대우수당

50,000원*8명*12월 4,8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308,880(11-126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98명*12월 308,880  ㅇ정액급식비

287,400(11-1261-110-101-04) 교통보조비

287,400  ㅇ교통비

140,000원*28명*12월 47,040    · 5급

130,000원*143명*12월 223,080    · 6급, 7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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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12명*12월 17,280    · 8급이하

466,427(11-1261-110-101-05) 명절휴가비

388,688,833원*120% 466,427  ㅇ명절휴가비

777,378(11-1261-110-101-06) 가계지원비

388,688,833원*200% 777,378  ㅇ가계지원비

142,549(11-1261-110-101-07) 연가보상비

142,549  ㅇ연가보상금

55,651,083원*10일*1/30*70% 12,986    · 연봉직, 계약직

388,688,833원*1/30*10일 129,563    · 월급제

470,980(11-1261-110-101-08) 기타직보수

400,825  ㅇ 계약직(10명)

348,978    · 급여

40,511,000원*3명*1.016 123,478      - 나급

34,048,000원*5명*1.016 172,964      - 다급

25,854,000원*2명*1.016 52,536      - 마급

51,847    ·  수당

67,557원*12월*59시간*1.016 48,596      - 시간외 근무수당

2,676      - 가족수당

30,000원*10명*12월*0.35 1,260        = 배우자

20,000원*10명*12월*0.59 1,416        = 기타가족

575      -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10명*4회*0.03 68        = 중학교

422,400원*10명*4회*0.03 507        = 고등학교

70,155  ㅇ비전임 계약직(5명)

13,810,000원*5명*1.016 70,155    ·라급

54,324(11-126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29,540  ㅇ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25,128원*4명*248일 24,927    ·인부임

2,300원*4명*248일 2,282    ·중식비

25,128원*4명*248일*93.5/1,000 2,331    ·4대 보험료

24,784  ㅇ결산검사요원

33,504원*6명*100일 20,103    ·인부임

33,504원*6명*249일*93.5/1000 4,681    ·4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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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89(11-1261-121-303-01) 포상금

388,688,833원*100% 388,689  ㅇ 성과상여금

896,446(11-1261-121-304-01) 연금부담금

896,446  ㅇ 연금 부담금

664,320    ·연금 부담금

5,238,888,000원*11.601% 607,764      - 일반대상자

667,813,000원*0.73*11.601% 56,556      - 연봉제(계약직 포함)

218,325    ·퇴직수당부담금

5,238,888,000원*3.8126% 199,738      - 일반대상자

667,813,000원*0.73*3.8126% 18,587      - 연봉제(계약직 포함)

13,801    ·재해보상부담금

5,238,888,000원*0.241% 12,626      - 일반대상자

667,813,000원*0.73*0.241% 1,175      - 연봉제(계약직 포함)

206,835(11-126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206,835  ㅇ 의료보험 부담금

8,565,814,800원*2.240% 191,875    · 일반대상자

667,813,000원*2.240% 14,960    · 연봉제(계약직 포함)

5,908(11-1261-121-307-07) 연금지급금

13,810,000원*5명*8.555% 5,908  ㅇ비전임 라급

9902 기본경비 1,751,445 1,929,361 177,916

436,716(11-1261-121-201-01) 일반운영비

63,865  ㅇ공통기본경비

1,946    ·기본사무용품

10,000원*191명 1,910      -  사무직

3,000원*12명 36      -  기타직

24,000원*191명 4,584    · 기본사무용품 종이류

5,000원*203명 1,015    · 소규모 수선비

320,000원*20대 6,400    · 행정장비 수리비

50,000원*24팀 1,200    · 도서구입비

240,000원*203명 48,720    ·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05,523  ㅇ물품 및 회계관리 업무처리

20,000원*200권*4회 16,000    ·재무회계 법규정비 및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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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원*1,200권*1회 20,040    ·회계장부 등 인쇄

4,500원*400권*4종 7,200    ·연말정산 지침 등 인쇄

(32,670원*30명)+(10,890원*1,840명)

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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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0  ㅇ계약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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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원*15권 900    ·계약실무관련 전문자료

100,000원*14명*12회 16,800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8명*2회 1,600    ·피복비

96,400  ㅇ공금지출 및 결산업무

93,000    ·결산관련 업무

2,000,000원*1식 2,000      -결산검사장 설치 운영

110,000원*30일*10명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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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00  ㅇ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3,000원*300부*12회 10,800    ·회의자료 등 인쇄

13,000원*100부*10회 13,000    ·시의회 자료 인쇄

10,000,000원*1식 10,00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20,000원*100부*4종 8,000    ·각종 서식 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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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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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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200(11-126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203명 284,200  ㅇ여비(관내,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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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00(11-126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4과*12월 16,800    ·정원 15인초과 30인이하

5,000원*80명*12월 4,800    ·정원 30인초과

57,600(11-126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57,6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2급(국장)

350,000원*4명*12월 16,800    ·4급(과장)

100,000원*28명*12월 33,600    ·5급(팀장)

405,840(11-1261-121-204-02) 직급보조비

405,840  ㅇ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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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원*1명*12월 7,800    ·2급

650,000원*2명*12월 15,600    ·3급

400,000원*2명*12월 9,600    ·4급

250,000원*28명*12월 84,000    ·5급

155,000원*71명*12월 132,060    ·6급(등급)

140,000원*72명*12월 120,960    ·7급(등급)

105,000원*11명*12월 13,860    ·8.9급(등급)

95,000원*1명*12월 1,140    ·10등급

250,000원*3명*12월 9,000    ·계약 나급

155,000원*5명*12월 9,300    ·계약 다급

105,000원*2명*12월 2,520    ·계약 마급

128,520(11-126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52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7명*12월 13,320    ·일반업무담당

50,000원*15명*12월 9,000    ·관재업무담당

100,000원*6명*12월 7,200    ·복식부기담당

50,000원*165명*12월 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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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계약심사 관련 업무처리

10,000원*230권 2,300    ·직무교재 발간

18,000원*4종*5팀*10월 3,600    ·물가정보지 구매

15,000,000원*1식 15,000    ·업무 계획서 및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10,000,000원*1식 10,000    ·소모품 및 기타수용비

20,000(11-126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원*10회 2,000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200,000원*10회 2,000    ·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

300,000원*12회 3,600    ·물가조사업무 추진

100,000원*9회 900    ·기타 주요업무 추진

300,000원*10회 3,000    ·구매,용역심사분야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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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10회 3,000    ·토목심사분야 업무추진

300,000원*10회 3,000    ·건축심사분야 업무추진

250,000원*10회 2,500    ·설비심사분야 업무추진

13,680(11-1262-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8명*12월 13,68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3,7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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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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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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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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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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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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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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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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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