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경리 및 계약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회계과

회계과 2,779,405 2,335,165 444,240

국 40,000

시 2,739,405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2,702,395 2,258,155 444,240

국 40,000

시 2,662,395

경리 및 계약관리 101,398 83,744 17,654

지출운영 53,722 36,642 17,080

201 일반운영비 32,324 15,240 17,084

01 사무관리비 30,740 15,240 15,500

○일반수용비 29,550

―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가책 제작

1,650

―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13,200

― 결산검사 검토의견서 책자 제작

900

― 결산검사장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1,000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2,800

○급량비 1,19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특근매식비

560

― 결산서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630

55,000원*2종*15부

55,000원*2종*120부

15,000원*60부

10,000원*5명*20일

12,800,000원*1식

7,000원*4명*20회

7,000원*3명*30회

02 공공운영비 1,584 0 1,584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1,5841,584,000원*1식

202 여비 9,698 9,702 △4

01 국내여비 9,698 9,702 △4

○재정시스템 관리 및 재정연감작성 관외여비

3,373

○회계업무 추진 관외여비 5,060

○복식부기업무추진 관외여비

1,265

210,800원*4명*4회

210,800원*4명*6회

210,800원*1명*6회

301 일반보상금 11,700 11,700 0

11 기타보상금 11,700 11,700 0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0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700

○결산검사위원 현지 확인여비

1,000

100,000원*5명*20일

7,000원*5명*20일

20,000원*5명*10회

투명한 계약관리 36,676 36,102 574

201 일반운영비 32,794 32,7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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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경리 및 계약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3,740 13,740 0

○일반수용비 10,940

― 물가정보지 구독료 600

―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

3,840

― 불용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라벨 구입

3,00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발행기 및 리더기 수선

2,500

○운영수당 2,800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0

25,000원*2종*12월

20,000원*16건*12월

200,000원*5대

1,500원*2,000점

2,500,000원*1식

70,000원*10명*4

02 공공운영비 19,054 19,054 0

○시설장비유지비 19,054

―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 6,468

―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4,000

― 물품 전자태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

수 4,586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4,000

539,000원*12월

4,000,000원*1식

4,585,600원*1식

4,000,000원*1식

202 여비 3,162 2,708 454

01 국내여비 3,162 2,708 454

○계약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3,162210,800원*3명*5회

301 일반보상금 720 600 120

11 기타보상금 720 600 120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72020,000원*3회*12건

복식부기회계 운영 11,000 11,000 0

201 일반운영비 11,000 11,000 0

01 사무관리비 11,000 11,000 0

○일반수용비 11,000

― 자산부채원가 실사 전문가(회계사) 검토수

수료 5,500

―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

5,500

5,500,000원*1회

5,500,000원*1회

공유재산관리 596,553 556,297 40,256

공유재산 관리 596,553 556,297 40,256

201 일반운영비 535,264 511,575 23,689

01 사무관리비 45,779 39,669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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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공유재산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41,369

―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7,525

―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측량 수수료

7,525

―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4,000

― 공유재산 매각 온비드이용 수수료

6,750

― 국유재산 임차료 2,269

― 등기신청 수수료(압류 등) 300

― 이석호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무

위탁 비용 3,000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수당 3,36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360

○급량비 1,050

― 공유재산관리 특근매식비

1,050

215,000원*35필지

215,000원*35필지

200,000원*35필지*2개기관

150,000원*45건

94,540원*2개소*12월

3,000원*100건

3,000,000원*1식

70,000원*8명*6회

7,000원*3명*5회*10월

02 공공운영비 489,485 471,906 17,579

○공공요금 및 제세 489,485

―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860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304,231

―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55,622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25,772

1,930원*1,000건*2회

327,130원*930건

143,430원*1,085건

6,443,000원*4척

202 여비 11,189 11,722 △533

01 국내여비 11,189 11,722 △533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3,600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7,589

20,000원*3명*5일*12월

210,800원*3명*1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50,100 33,000 17,100

01 시설비 50,100 33,000 17,100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45,000

○공유(일반)재산 건물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1,500

○공유(일반)재산 건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600

3,000,000원*15개동

300,000원*5개동

400,000원*9개동

청사환경 조성 2,004,444 1,618,114 386,330

국 40,000

시 1,964,444

관용차량 관리 455,016 179,916 2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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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71,896 170,796 1,100

01 사무관리비 9,326 8,696 630

○일반수용비 9,326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190

―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2,652

― 관용차량 세차비(승용)

864

― 관용차량 세차비(승합,화물)

4,320

― 관용차량 세차비(버스)

300

35,000원*34대

17,000원*13회*12월

18,000원*4대*1회*12월

18,000원*30대*1회*8월

30,000원*1대*1회*10월

02 공공운영비 150,870 150,400 470

○공공요금 및 제세 19,550

― 자동차세 4,420

― 차량보험료 12,240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디젤)

2,890

○차량,선박비 131,320

― 휘발유(승용) 구입 17,920

― 경유(승합,화물,버스) 구입

82,800

― 관용차량 수리비 30,600

130,000원*34대

360,000원*34대

170,000원*17대

1,400원*3,200ℓ *4대

1,200원*2,300ℓ *30대

900,000원*34대

03 행사운영비 11,700 11,700 0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130명) 행사 참석

11,70013,000,000원*1식*90%

202 여비 9,120 9,120 0

01 국내여비 9,120 9,120 0

○전라남도 및 시군 행사지원 관외여비

1,440

○운전지원업무 추진 관내여비

7,680

30,000원*2명*2회*12월

10,000원*8명*8회*12월

405 자산취득비 274,000 0 27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4,000 0 274,000

○관용차량 조달구입(대형승용차)

57,000

○관용차량 조달구입(대형승합차 45인승)

217,000

57,000,000원*1대

217,000,000원*1대

청사환경 유지관리 1,469,428 1,335,958 133,470

201 일반운영비 457,012 462,785 △5,773

01 사무관리비 90,476 88,216 2,260

○일반수용비 90,476

― 청사 청소용품(세제외)구입

1,80030,000원*10종*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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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사 화장실용 핸드타올 구입

3,000

― 청사 화장지 구입 4,500

― 화장실 환경용품 구매 11,160

ㆍ소변기 세정제 구입 4,560

ㆍ방향제 구입 2,880

ㆍ물비누 구입 2,280

ㆍ손 세정제 구입 1,440

― 청사 환경조성용 화분 구입

4,8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2,934

ㆍ100리터 2,340

ㆍ50리터 594

― 카페트 및 침구류 세탁(소회의실,상황실,부

속실) 2,210

― 청사 물탱크 청소 4,000

― 청사방역 소독료 1,980

― 청사 정화조 청소비 5,130

ㆍ본관 2,340

ㆍ민원동 1,656

ㆍ의회동 1,134

― 청사 비데기 청소비 3,760

― 청사 불용물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1,800

― 청사관리 도서구입(품셈 및 적산)

500

―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1,108KW)

13,742

― 동청사(23개동)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750

― 본청 전기설비검사 수수료(900KW)

1,550

― 승강기 점검 수수료 5,400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360

―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200

― 본청 도시가스 안전검사 수수료

300

― 본청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수수료

600

― 본청 소방설비 점검수수료

12,000

― 본청 실내조경 유지관리비 3,000

50,000원*20박스*3회

45,000원*20박스*5회

9,500원*40개*12월

8,000원*30개*12월

114,000원*4박스*5회

120,000원*2박스*6회

200,000원*2개소*12월

1,950원*100장*12월

990원*50장*12월

5,000원*221㎡*2회

400,000원*5개소*2회

20원*16,500㎡*6회

18원*130,000ℓ

18원*92,000ℓ

18원*63,000ℓ

20,000원*47개*4회

15,000원*10건*12월

50,000원*10권

1,145,090원*12월

250,000*23개동*1회

1,550,000원*1회

150,000원*3개소*12월

120,000원*3개소*1회

100,000원*2개소

150,000원*2개소

300,000원*2회

1,000,000원*12회

500,000원*6회

02 공공운영비 366,536 374,569 △8,033

○공공요금 및 제세 24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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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본청 교통유발부담금 2,913

― 본청 전기요금 180,000

― 본청 상하수도 요금 54,180

― 승강기 직접 통화장치 전화 요금

1,800

― 관사(2급)관리비 4,320

― 한국열관리협회비 50

― 가스상해보상 보험료 500

― 청사 소방협회비 100

○연료비 122,673

― 청사 3개동 난방가스

55,080

― 청사 3개동 냉방가스

58,320

― 숙직실, 상황실 난방(등유)

4,083

―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2,880

― 민방위 상설교육장 연료비(등유)

2,310

2,913,000원*1개소

15,000,000원*12월

4,515,000원*12월

30,000원*5회선*12월

360,000*12월

50,000원*1회

500,000원*1회

100,000원*1회

(850원*400mj*2대*90일)*90%

(600원*400mj*3대*90일)*90%

(700원*27리터*2개소*120일)*90%

1,200원*25리터*4회*2대*12월

700원*55리터*60일

202 여비 3,162 3,384 △222

01 국내여비 3,162 3,384 △222

○청사 시설물관리 자료수집 추진 관외여비

3,162210,800원*3명*5회

206 재료비 15,424 14,924 500

01 재료비 15,424 14,924 500

○청사 정화조 약품 8,904

― 방유제 1,368

― 종균제 3,696

― 청사냉방기 레지오넬라균 예방약품비

3,840

○전기설비유지비 전자개폐기, 전선등 구입(전

원콘센트외 6종구입) 2,520

○사무실 LED등 컨버터 외 9종

2,500

○민원동 전기 수전실 예비 자재 구입(고압 휴

즈 등) 1,500

3,800원*30kg*12월

4,400원*70kg*12월

12,800원*300ℓ

30,000원*7종*12월

50,000원*10종*5회

1,5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929,030 713,000 216,030

01 시설비 929,030 713,000 216,030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사무실 환경정비 등

) 150,000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23개동)

110,000

○부흥동 다목적 강당 확장 개축(주민참여예산)

180,000

15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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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청사 및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

30,000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 보상

209,930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토지 보상

249,100

30,000,000원*1식

209,930,000*1식

249,100,000*1식

405 자산취득비 64,800 90,000 △25,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800 90,000 △25,200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파티션

외) 6,000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42,800

― 책상 12,000

― 의자 8,000

― 이동서랍장 7,600

― 케비넷 15,200

○옥암동, 하당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16,000

3,000,000원*2회

150,000원*80각

100,000원*80각

95,000원*80각

190,000*80각

4,000,000*4대

태양광 설치사업 80,000 102,240 △22,240

국 40,000

시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102,240 △22,240

국 40,000

시 40,000

01 시설비 77,776 99,396 △21,620

○민원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77,77677,776,000원*1식

국 40,000

시 37,776

02 감리비 1,648 2,107 △459

○민원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1,64880,000,000원*2.06%

03 시설부대비 576 737 △161

○민원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57680,000,000원*0.72%

행정운영경비(회계과) 77,010 77,010 0

기본경비(회계과) 77,010 77,010 0

기본경비(회계과) 77,010 77,010 0

201 일반운영비 36,750 36,750 0

01 사무관리비 36,750 36,750 0

○일반수용비 25,830

― 기본사무용품비 2,600

― 기본 청소용품 구매 150

― 복사기 유지관리(토너및드럼 구입 등)

5,760

100,000원*26명

150,000원*1회

480,000원*2대*6회

- 126 -



부서: 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회계과)

단위: 기본경비(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프린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

11,376

― 복사용지 구입 4,800

― 칼라프린터 토너및잉크 구입

880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264

○급량비 10,920

― 회계업무추진 직원 특근매식비

10,920

237,000원*6대*8회

20,000원*20박스*12월

440,000원*2회

22,000원*12월

7,000원*26명*5회*12월

202 여비 36,480 36,480 0

01 국내여비 36,480 36,480 0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

36,48020,000원*19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3,780 3,78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 3,780 0

○회계과 3,780350,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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