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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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4,210,132 3,335,446 874,686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4,127,910 3,186,620 941,290

경리 및 계약관리 73,284 76,382 △3,098

지출운영 26,622 28,349 △1,727

201 일반운영비 9,890 11,690 △1,800

01 사무관리비 9,890 11,690 △1,800

○일반수용비 8,700

―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가책 제작

1,000

― 결산서,부속서류,검사의견서(3종)제작

7,700

○급량비 1,19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특근매식비

560

― 결산서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630

25,000원*40부

22,000원*350부

7,000원*4명*20회

7,000원*3명*30회

202 여비 5,032 4,959 73

01 국내여비 5,032 4,959 73

○재정시스템 관리 및 재정연감작성 관외여비

4,237

○복식부기업무추진 관외여비

795

264,800원*4명*4회

264,800원*1명*3회

301 일반보상금 11,700 11,700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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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2 32,333 △2,671

201 일반운영비 25,478 28,184 △2,706

01 사무관리비 15,010 28,184 △13,174

○일반수용비 11,650

― 회계장부 구입 2,000

― 물가정보지 구독료 600

―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

4,800

― 불용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라벨 구입

2,250

―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리더기 수선

1,000

○운영수당 3,360

20,000원*100권

25,000원*2종*12월

20,000원*20건*12월

200,000원*5대

1,500원*1,500점

1,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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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경리 및 계약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3,36070,000원*12명*4회

02 공공운영비 10,468 0 10,468

○시설장비유지비 10,468

―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 6,468

―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4,000

539,000원*12월

4,000,000원*1식

202 여비 2,384 2,349 35

01 국내여비 2,384 2,349 35

○계약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2,384264,800원*3명*3회

301 일반보상금 1,800 1,800 0

12 기타보상금 1,800 1,800 0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1,80020,000원*3회*30건

복식부기회계 운영 17,000 15,700 1,300

201 일반운영비 17,000 15,700 1,300

01 사무관리비 17,000 15,700 1,300

○일반수용비 17,000

― 재무보고서 및 부속서류 제작

6,000

― 자산부채 실사 전문가(회계사) 검토 수수료

5,500

―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수수

료 5,500

20,000원*2종*150부

5,500,000원*1회

5,500,000원*1회

국·공유재산관리 459,702 383,042 76,660

국·공유재산 관리 459,702 383,042 76,660

201 일반운영비 430,524 349,910 80,614

01 사무관리비 30,400 22,500 7,900

○일반수용비 30,400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8,600

― 국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측량 수수료

8,600

― 국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2,000

― 국공유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00

215,000원*40필지

215,000원*40필지

150,000원*40필지*2개기관

1,200원*1,000필지

02 공공운영비 400,124 327,410 72,714

○공공요금 및 제세 400,124

―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540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28,787

1,770원*1,000건*2회

128,100원*1,786건

- 2 -



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국·공유재산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40,409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26,348

― 대부공공청사(일반재산)공공요금 200

ㆍ환경개선부담금 200

― 공유재산 전기요금 420

― 공유재산 상하수도요금

420

305,900원*459건

5,269,600원*5척

100,000원*2회

5,000원*7개소*12월

5,000원*7개소*12월

202 여비 3,178 3,132 46

01 국내여비 3,178 3,132 46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관외여비

3,178264,800원*2명*6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00 30,000 △4,000

01 시설비 26,000 30,000 △4,000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26,0002,000,000원*13개소

청사환경 조성 3,594,924 2,727,196 867,728

관용차량 관리 227,173 235,229 △8,056

201 일반운영비 191,333 160,789 30,544

01 사무관리비 7,843 5,310 2,533

○일반수용비 7,843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015

―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2,652

― 관용차량 세차비(승용)

612

― 관용차량 세차비(승합,화물)

3,264

― 관용차량 세차비(버스)

300

35,000원*29대

17,000원*13회*12월

17,000원*3대*1회*12월

17,000원*24대*1회*8월

30,000원*1대*1회*10월

02 공공운영비 170,690 142,679 28,011

○공공요금 및 제세 18,750

― 자동차세 3,770

― 차량보험료 11,600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디젤)

3,380

○차량,선박비 151,940

― 휘발유(승용) 구입 18,240

― 경유(승합,화물,버스) 구입

110,500

― 관용차량 수리비 23,200

130,000원*29대

400,000원*29대

130,000원*26대

1,900원* 3,200ℓ *3대

1,700원* 2,500ℓ *26대

800,000원* 29대

03 행사운영비 12,800 12,800 0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128명) 행사 참석

12,80012,8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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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440 1,440 0

01 국내여비 1,440 1,440 0

○ 전라남도 및 시군 행사지원 관외여비

1,44030,000원*2명*2회*12월

405 자산취득비 34,400 73,000 △38,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4,400 73,000 △38,600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대체취득 34,400

― 소형 승합차(9인승) 34,40034,400,000원*1대

청사환경 유지관리 3,367,751 2,491,967 875,784

201 일반운영비 568,347 521,475 46,872

01 사무관리비 162,512 91,110 71,402

○일반수용비 116,400

― 청사 청소용품(세제외)구입

1,800

― 청사 화장실용 핸드타올 구입

3,000

― 청사 화장지 구입 4,500

― 화장실 환경용품 구매 11,794

ㆍ소변기 세정제 구입 4,560

ㆍ방향제 구입 2,880

ㆍ물비누 구입 2,280

ㆍ손 세정제 구입 1,440

ㆍ구강 세정제 구입 634

― 청사 환경조성용 화분 구입(1,2층 현관, 복

도외) 6,0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2,934

ㆍ100리터 2,340

ㆍ50리터 594

― 카페트 및 침구류 세탁(소회의실,상황실,부

속실) 2,210

― 청사 물탱크 청소 2,000

― 청사방역 소독료 1,980

― 본관동 청소용역비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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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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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10원*2박스*6월

250,000원*2개소*12월

1,950원*100장*12월

990원*50장*12월

5,000원*221㎡*2회

400,000원*5개소*1회

20원*16,500㎡*6회

2,000,000원*2명*12월*50%

18원*130,000ℓ

18원*92,000ℓ

18원*63,000ℓ

20,000원*40개*1회

15,000원*10건*12월

50,000원*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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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1,108KW)

13,742

― 동청사(23개동)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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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임차료 46,112

― 부주동 청사 임대료 46,112

1,145,090원*12월

6,000,0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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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원*6회

5,764,000원*8월

02 공공운영비 405,835 430,365 △24,530

○공공요금 및 제세 212,243

― 본청 환경개선분담금(건물분)

2,760

― 본청 교통유발부담금 2,913

― 청사 전기요금(기사대기실 포함)

180,000

― 상하수도 요금(시 청사) 21,600

― 관사(2급)관리비 4,320

― 한국열관리협회비 50

― 가스상해보상 보험료 500

― 청사 소방협회비 100

○연료비 114,617

― 청사 3개동 난방가스

51,840

― 청사 3개동 냉방가스

53,460

― 숙직실, 청경실 난방(등유)

3,780

―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3,437

― 민방위 상설교육장 연료비(등유)

2,100

○시설장비유지비 78,975

― 청사 비상발전기(208KW)밧데리 2종교체

4,000

― 본청 및 동주민센터 전기설비 유지관리

8,000

1,380,000원*2회

2,913,000원*1개소

15,000,000원*12월

1,800,000원*12월

360,000*12월

50,000원*1회

500,000원*1회

100,000원*1회

(800원*400mj*2대*90일)*90%

(550원*400mj*3대*90일)*90%

(875원*20리터*2개소*120일)*90%

1,790원*20리터*4회*2대*12월

875원*40리터*60일

2,000,000원*2대

4,000,000원*2회

- 5 -



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사 소방설비 유지 3,000

― 시청사 건물 유지관리 24,000

― 본관,민원동 옥상조경 유지관리 및 보식

2,000

― 중앙공급식 냉난방용 휀코일유니트 유지보

수 3,100

― 본관동 냉방용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본관

,민원동,의회동) 6,075

― 청사 수전설비(22,900V)유지관리비

10,800

― 청사 비상발전기 유지 1,000

― 민원동 공조기 유지 1,000

― 청사 기계실 정화조 모타펌프 유지 3,000

ㆍ700인용 2,000

ㆍ300인용 1,000

― 청사 장애우용 승강기 유지보수

2,000

― 청사내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정비(점자,손

잡이,표지판 등) 1,000

―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점자,손

잡이,표지판 등) 10,000

1,000,000원*3개소

24,000,000원*1식

1,000,000원*2개소

10,000원*310대

27,000*150RT*3대*50%

900,000원*12월

500,000원*2대

1,000,000원*1대

2,000,000원*1식

1,000,000원*1식

1,000,000원*2대

1,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2 여비 2,119 2,088 31

01 국내여비 2,119 2,088 31

○청사 시설물관리 자료수집 추진 관외여비

2,119264,800원*2명*4회

206 재료비 11,424 11,904 △480

01 재료비 11,424 11,904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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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원*30kg*12월

4,400원*70kg*12월

12,800원*300ℓ

30,000원*7종*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669,701 1,818,000 851,701

01 시설비 2,644,512 1,789,650 854,862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사무실 환경정비 등

) 100,000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23개동)

200,000

○교통행정과 옆 화단정비 및 방수공사

25,000

○시청사 및 동청사 석면조사

30,000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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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청사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 연동 주민센터 철거 및 주차장 조성

150,000

○용당2동 주민센터 이전 건축부지 매입

350,000

○부주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1,549,012

○본청 화장실 보수 및 정비 50,000

○의회동 3층 의원사무실 바닥 항균타일 시공

10,000

○본청 노후 전기배선 및 전산선로 교체 및 정

비 50,000

○목포시 청사 LED 전등 교체 사업

100,000

○동 주민센터(연산,이로,하당,만호,옥암,부흥,

삼향)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력 증설

10,500

○목포시 모형도 재정비 20,000

150,000,000원*1식

350,000,000원*1식

1,549,012,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원*15kw*7개동

20,000,000원*1식

02 감리비 19,521 22,950 △3,429

○부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19,5211,574,201,000원*1.24%

03 시설부대비 5,668 5,400 268

○부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5,6681,574,201,000원*0.36%

405 자산취득비 116,160 138,500 △22,34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160 138,500 △22,340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파티션외)

10,000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12,500

― 책상 7,500

― 의자 5,000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구입(연산,이로,하당,

만호,옥암,부흥,삼향) 23,660

○동주민센터 온실가스 감축 전력 자동전압 전

력기 구입(2개동) 20,000

○청사 수전실(22,900V)노후 변압기 교체

30,000

○부주동 청사 비품 구입 20,000

1,000,000원*10개과

150,000원*50각

100,000원*50각

3,380,000원*7대

10,000,000*2대

30,000,000*1식

2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회계과) 82,222 87,026 △4,804

인력운영비(회계과) 4,200 4,200 0

인력운영비(회계과) 4,200 4,200 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회계과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회계과) 78,022 82,826 △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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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회계과)

단위: 기본경비(회계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회계과) 78,022 82,826 △4,804

201 일반운영비 34,326 35,366 △1,040

01 사무관리비 34,326 35,366 △1,040

○일반수용비 22,986

― 기본사무용품비 2,700

― 기본 청소용품 구매 150

― 복사기 유지관리비(토너구입 등)

3,960

― 프린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

11,376

― 복사용지 구입 4,800

○급량비 11,340

― 회계업무추진 직원 특근매식비

11,340

100,000원*27명

150,000원*1개과

330,000원*2대*6회

237,000원*6대*8회

20,000원*20박스*12월

7,000원*27명*5회*12월

202 여비 43,696 47,460 △3,764

01 국내여비 43,696 47,460 △3,764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

38,400

○회계업무 추진 관외여비 5,296

20,000원*20명*8회*12월

264,800원*4명*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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