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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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회계과 (조정)

회계과 2,335,165 2,079,855 255,310

국 51,120

시 2,284,045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2,258,155 2,005,789 252,366

국 51,120

시 2,207,035

경리 및 계약관리 83,744 78,868 4,876

지출운영 36,642 32,261 4,381

201 일반운영비 15,240 9,890 5,350

01 사무관리비 15,240 9,890 5,350

○일반수용비 14,050

―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가책 제작

1,350

―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10,800

― 결산검사 검토의견서 책자 제작

900

― 결산검사장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1,000

○급량비 1,19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특근매식비

560

― 결산서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630

45,000원*2종*15부

45,000원*2종*120부

15,000원*60부

10,000원*5종*20일

7,000원*4명*20회

7,000원*3명*30회

202 여비 9,702 10,671 △969

01 국내여비 9,702 10,671 △969

○재정시스템 관리 및 재정연감작성 관외여비

3,610

○회계업무 추진 관외여비 5,415

○복식부기업무추진 관외여비

677

225,600원*4명*4회

225,600원*4명*6회

225,600원*1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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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02 29,607 6,495

201 일반운영비 32,794 26,544 6,250

01 사무관리비 13,740 11,490 2,250

○일반수용비 10,940

― 물가정보지 구독료 60025,000원*2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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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경리 및 계약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

3,840

― 불용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라벨 구입

4,50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발행기 및 리더기 수선

1,000

○운영수당 2,800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0

20,000원*16건*12월

200,000원*5대

1,500원*3,000점

1,000,000원*1식

70,000원*10명*4회

02 공공운영비 19,054 15,05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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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 2,463 245

01 국내여비 2,708 2,463 245

○계약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8225,600원*3명*4회

301 일반보상금 600 600 0

11 기타보상금 600 600 0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60020,000원*3회*10건

복식부기회계 운영 11,000 17,000 △6,000

201 일반운영비 11,000 17,000 △6,000

01 사무관리비 11,000 17,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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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297 551,520 4,777

공유재산 관리 556,297 551,520 4,777

201 일반운영비 511,575 509,712 1,863

01 사무관리비 39,669 40,040 △371

○일반수용비 35,469

―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6,450215,000원*3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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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공유재산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측량 수수료

6,450

―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2,000

― 공유재산 매각 온비드이용 수수료

6,000

― 국유재산 임차료 2,269

― 등기신청 수수료(압류 등) 300

― 이석호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무

위탁 비용 2,000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수당 3,36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360

○급량비 840

― 공유재산관리 특근매식비

840

215,000원*30필지

200,000원*30필지*2개기관

150,000원*40건

94,540원*2개소*12월

3,000원*100건

2,000,000원*1식

70,000원*8명*6회

7,000원*3명*4회*10월

02 공공운영비 471,906 469,672 2,234

○공공요금 및 제세 471,906

―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860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86,463

―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55,769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25,814

1,930원*1,000건*2회

493,050원*581건

147,788원*1,054건

6,453,500원*4척

202 여비 11,722 11,808 △86

01 국내여비 11,722 11,808 △86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3,600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8,122

20,000원*3명*5일*12월

225,600원*3명*1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33,000 30,000 3,000

01 시설비 33,000 30,000 3,000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30,000

○공유(일반)재산 건물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1,500

○공유(일반)재산 건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500

3,000,000원*10개동

300,000원*5개동

300,000원*5개동

청사환경 조성 1,618,114 1,375,401 242,713

국 51,120

시 1,566,994

관용차량 관리 179,916 211,068 △31,152

201 일반운영비 170,796 201,948 △31,152

01 사무관리비 8,696 8,6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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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8,696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120

―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2,652

― 관용차량 세차비(승용)

816

― 관용차량 세차비(승합,화물)

3,808

― 관용차량 세차비(버스)

300

35,000원*32대

17,000원*13회*12월

17,000원*4대*1회*12월

17,000원*28대*1회*8월

30,000원*1대*1회*10월

02 공공운영비 150,400 180,252 △29,852

○공공요금 및 제세 18,680

― 자동차세 4,160

― 차량보험료 11,520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디젤)

3,000

○차량,선박비 131,720

― 휘발유(승용) 구입 19,200

― 경유(승합,화물,버스) 구입

83,720

― 관용차량 수리비 28,800

130,000원*32대

360,000원*32대

150,000원*20대

1,500원* 3,200ℓ *4대

1,300원* 2,300ℓ *28대

900,000원*32대

03 행사운영비 11,700 13,0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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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환경 유지관리 1,335,958 1,164,333 171,625

101 인건비 51,865 50,652 1,21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865 50,652 1,213

○시청사 청소 인부임 51,865

― 기본급 36,189

― 주휴수당 7,588

― 간식비 1,488

― 명절휴가비 1,200

― 교통보조비 1,800

―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3,600

48,640원*3명*248일

48,640원*3명*52일

2,000원*3명*248일

200,000원*3명*2회

50,000원*3명*12회

100,000원*3명*12월

201 일반운영비 462,785 534,973 △72,188

01 사무관리비 88,216 103,050 △14,834

○일반수용비 8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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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사 청소용품(세제외)구입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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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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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비 700

30,000원*10종*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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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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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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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사관리용 안전화 등 70050,000원*7명*2종

02 공공운영비 374,569 431,923 △57,354

○공공요금 및 제세 249,647

― 본청 교통유발부담금 2,913

― 청사 전기요금(기사대기실 및 창고동 포함)

185,784

― 상하수도 요금(시 청사) 54,180

― 승강기 직접 통화장치 전화 요금

1,800

― 관사(2급)관리비 4,320

― 한국열관리협회비 50

― 가스상해보상 보험료 500

― 청사 소방협회비 100

○연료비 124,922

― 청사 3개동 난방가스

55,080

― 청사 3개동 냉방가스

58,320

― 숙직실, 청경실 난방(등유)

5,366

―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3,120

― 민방위 상설교육장 연료비(등유)

3,036

2,913,000원*1개소

15,482,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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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원*27리터*2개소*120일)*90%

1,300원*25리터*4회*2대*12월

920원*55리터*60일

202 여비 3,384 3,284 100

01 국내여비 3,384 3,284 100

○청사 시설물관리 자료수집 추진 관외여비

3,384225,600원*3명*5회

206 재료비 14,924 14,924 0

01 재료비 14,924 14,9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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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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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1,5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713,000 522,000 191,000

01 시설비 713,000 516,661 196,339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사무실 환경정비 등

) 200,0002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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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23개동)

100,000

○목원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시설물 설치

100,000

○교육문화사업단(3개부서, 단장실) 이전 관련

시설물 설치 100,000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정비(23개

동) 23,000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주민참여예

산) 150,000

○목포시 지역 실물 모형도 재정비

40,00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90,000 38,500 5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 38,500 51,500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파티션

외) 6,000

○목원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집기 구입(책상,

의자, 모빌렉, 서랍장 등) 30,000

○교육문화사업단(3개부서,단장실) 이전 관련

집기 구입(책상, 의자, 모빌렉, 서랍장 등)

30,000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24,000

― 책상 7,200

― 의자 6,600

― 이동서랍장 3,400

― 케비넷 6,800

3,000,000원*2회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80,000원*40각

165,000원*40각

85,000원*40각

170,000*40각

청사환경 유지관리(태양광설치사업) 102,240 0 102,240

국 51,120

시 51,12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2,240 0 102,240

국 51,120

시 51,120

01 시설비 99,396 0 99,396

○본관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99,39699,396,000원*1식

국 51,120

시 48,276

02 감리비 2,107 0 2,107

○본관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2,107102,240,000원*2.06%

03 시설부대비 737 0 737

○본관동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737102,240,000원*0.72%

행정운영경비(회계과) 77,010 74,066 2,944

기본경비(회계과) 77,010 74,066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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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회계과)

단위: 기본경비(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회계과) 77,010 74,066 2,944

201 일반운영비 36,750 33,806 2,944

01 사무관리비 36,750 33,806 2,944

○일반수용비 25,830

― 기본사무용품비 2,600

― 기본 청소용품 구매 150

― 복사기 유지관리(토너및드럼 구입 등)

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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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26명

150,000원*1회

480,000원*2대*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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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