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운영
단위: 회계관리 (단위:천원)

회계과 2,400,396 2,540,896 △140,500

도             35,000 35,000 0

시          2,365,396 2,505,896 △140,500

투명한 회계운영 2,302,543 2,431,543 △129,000

도             35,000 35,000 0

시          2,267,543 2,396,543 △129,000

회계관리 460,929 486,929 △26,000

지출 및 결산 20,953 24,453 △3,500

201 일반운영비 15,697 19,197 △3,500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 인쇄

  ○3 운영수당

    ▷ 결산검사위원 수당

02  공공운영비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7,712 △2,50015,212

△1,30012,412 13,712

 △1,300 7,100  8,400  경정 7,100,000원

△1,2002,800 4,000

△1,2002,800 4,000경정 2,800,000원

1,485 △1,000485

 △1,000 485  1,485  경정 485,000원

계약의 투명성 확보 26,531 41,031 △14,500

201 일반운영비 16,239 22,239 △6,000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공고 수

      수료

16,839 △6,00010,839

△6,0009,089 15,089

 △2,000 1,600  3,600  경정 1,600,000원

 △4,000 7,129  11,129  경정 7,129,000원

207 연구개발비 5,000 13,500 △8,500

01  연구용역비

  ○ 원가계산 용역비

13,500 △8,5005,000

△8,5005,000 13,500경정 5,000,000원

관용차량 관리 386,950 394,950 △8,000

405 자산취득비 222,000 230,000 △8,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승합대형차량 구입

230,000 △8,000222,000

△8,000162,000 170,000경정 162,000,000원

재산관리 1,841,614 1,944,614 △103,000

도             35,000 35,000 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회계과
정책: 투명한 회계운영
단위: 재산관리 (단위:천원)

재산관리 시          1,806,614 1,909,614 △103,000

시유재산 관리 223,998 226,998 △3,000

303 포상금 6,000 9,000 △3,000

01  포상금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9,000 △3,0006,000

 △3,000 6,000  9,000  경정 6,000,000원

시유재산 취득 1,496,516 1,596,516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96,516 1,596,516 △100,000

03  토지매입비

  ○문막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교환취득

1,550,000 △100,0001,450,000

 △100,000 150,000  250,000  경정 150,000,000원

행정운영경비 97,816 109,316 △11,500

인력운영경비(회계과) 68,738 78,738 △10,000

행정운영경비(회계과) 68,738 78,738 △10,000

101 인건비 64,760 74,760 △10,000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2,824 △10,00062,824

△10,00062,824 72,824경정 62,824,000원

기본경비(회계과) 29,078 30,578 △1,500

기본경비(회계과) 29,078 30,578 △1,500

201 일반운영비 11,244 12,744 △1,500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2,268 △1,500768

△1,500768 2,268

△1,500768 2,268경정 76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