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부서: 지적과
정책: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단위:천원)

지적과 774,554 771,566 2,988

국            133,000 133,000 0

도             93,100 93,100 0

시            548,454 545,466 2,988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663,976 653,429 10,547

국            133,000 133,000 0

도             93,100 93,100 0

시            437,876 427,329 10,54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15,850 128,167 △12,317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12,070 123,967 △11,897

201 일반운영비 105,590 116,767 △11,177

89,060 △8,90680,15401  사무관리비

△8,90680,154 89,060  ○1 일반수용비

 △8,906 52,694  61,600  경정 52,694,000원

    ▷검증수수료(산정지가)

27,707 △2,27125,43602  공공운영비

△2,27125,436 27,707  ○1 공공요금 및 제세

 △2,271 25,229  27,500  경정 25,229,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202 여비 6,480 7,200 △720

7,200 △7206,48001  국내여비

 △720 6,480  7,200  경정 6,480,000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의견제출,

    이의신청  홍보 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3,780 4,200 △420

201 일반운영비 3,780 4,200 △420

4,200 △4203,78001  사무관리비

△4203,780 4,200  ○3 운영수당

 △420 3,780  4,200  경정 3,780,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 68,447 41,880 26,567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55,935 28,700 27,235

201 일반운영비 54,639 27,260 27,379

27,050 27,40054,45001  사무관리비

27,40053,400 26,000  ○1 일반수용비

 25,000 45,000  20,000  경정 45,000,000원

    ▷개발비용원가확인용역수수료

 2,400 8,400  6,000  경정 8,400,000원

    ▷개발비용 지가감정 수수료

210 △2118902  공공운영비

△21189 210  ○1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지적과
정책: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 (단위:천원)

 △21 189  210  경정 189,000원

    ▷우편물발송(개발부담금부과 대상,부과,

      비용안내등)

202 여비 1,296 1,440 △144

1,440 △1441,29601  국내여비

 △144 1,296  1,440  경정 1,296,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조사,부과대상,

    현황파악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6,121 6,440 △319

202 여비 1,296 1,440 △144

1,440 △1441,29601  국내여비

 △144 1,296  1,440  경정 1,296,000원

  ○토지거래허가 조사, 사후이용실태조사 확

    인

301 일반보상금 4,825 5,000 △175

5,000 △1754,82512  기타보상금

 △175 4,825  5,000  경정 4,825,000원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6,391 6,740 △349

201 일반운영비 270 300 △30

300 △3027002  공공운영비

△30270 300  ○1 공공요금 및 제세

 △30 60  90  경정 60,000원

    ▷우편물발송(업무보증설정안내문 발송)

202 여비 1,296 1,440 △144

1,440 △1441,29601  국내여비

 △144 1,296  1,440  경정 1,296,000원

  ○부동산중개업소지도 감독

301 일반보상금 4,825 5,000 △175

5,000 △1754,82512  기타보상금

 △175 4,825  5,000  경정 4,825,000원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지적사업추진 36,279 39,982 △3,703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8,279 9,199 △920

201 일반운영비 4,391 4,879 △488

3,000 △3002,70001  사무관리비

△3002,700 3,000  ○1 일반수용비

△3002,700 3,000    ▷지적불부합지정리

△3002,700 3,000경정 2,700,000원      Ο지적측량수수료

1,879 △1881,69102  공공운영비

△1881,691 1,879  ○1 공공요금 및 제세

 △188 1,612  1,800  경정 1,612,000원

    ▷지적측량결과도 A/S제도 우편발송

202 여비 3,888 4,320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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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적과
정책: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 지적사업추진 (단위:천원)

4,320 △4323,88801  국내여비

 △432 3,888  4,320  경정 3,888,000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현지 조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4,257 4,730 △473

201 일반운영비 2,097 2,330 △233

470 △4742301  사무관리비

△47423 470  ○1 일반수용비

△47423 470경정 423,000원    ▷소송사건 송달료

1,860 △1861,67402  공공운영비

△1861,674 1,860  ○1 공공요금 및 제세

 △186 864  1,050  경정 864,000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통

      보용

202 여비 2,160 2,400 △240

2,400 △2402,16001  국내여비

 △240 2,160  2,400  경정 2,160,000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국내여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 8,388 9,320 △932

201 일반운영비 4,500 5,000 △500

5,000 △5004,50001  사무관리비

△5004,500 5,000  ○1 일반수용비

 △500 4,500  5,000  경정 4,500,000원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202 여비 3,888 4,320 △432

4,320 △4323,88801  국내여비

 △432 3,888  4,320  경정 3,888,000원

  ○행정구역경계정비사업 현지 조사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15,355 16,733 △1,378

201 일반운영비 12,405 13,783 △1,378

13,783 △1,37812,40501  사무관리비

△1,37812,405 13,783  ○1 일반수용비

 △1,378 4,022  5,400  경정 4,022,000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드럼

행정운영경비 110,578 118,137 △7,559

인력운영비(지적과) 58,058 60,128 △2,070

인력운영비(지적과) 58,058 60,128 △2,070

101 인건비 54,005 55,928 △1,923

55,928 △1,92354,00502  수당

△1,92354,005 55,928경정 54,00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03 업무추진비 4,053 4,200 △147

4,200 △1474,05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74,053 4,200경정 4,05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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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적과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지적과) (단위:천원)

기본경비(지적과) 52,520 58,009 △5,489

기본경비(지적과) 52,520 58,009 △5,489

201 일반운영비 34,874 38,749 △3,875

28,441 △2,84425,59701  사무관리비

△2,84422,597 25,441  ○1 일반수용비

△2,8449,156 12,000경정 9,156,000원    ▷부서운영 수용비

10,308 △1,0319,27702  공공운영비

△1,0319,277 10,308  ○1 공공요금 및 제세

△1,0317,957 8,988경정 7,957,000원    ▷등기우편

202 여비 13,014 14,460 △1,446

14,460 △1,44613,01401  국내여비

△1,44613,014 14,460경정 13,01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05 자산취득비 4,632 4,800 △168

4,800 △1684,632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8332 500경정 332,000원  ○칼라프린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