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민원과
정책: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단위: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민원과

959,443 1,315,730 △356,287

[국        86,000]

[도        60,000]

[군       813,443]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123,141 166,054 △42,913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123,141 166,054 △42,913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123,141 166,054 △42,913

201 일반운영비 70,141 70,114 27

   43,000원*60상자 =

100원*6,000매 =

300원*5,000매 =

   25,000원*4상자*19개소 =

   35,000원*4상자 =

   50,000원*4종*12월 =

   6,000원*20종*4권 =

   70원*20,000매 =

   500원*3,000매 =

30원*45,000매 =

100,000원*3개 =

   165,000원*2대*3회 =

   50,000원*5개소*2회 =

   200,000원*5개*2대 =

   80,000원*19개 =

   5,000원*100개 =

   350,000원*5대*2개 =

   250,000원*2대*2개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인감증명발급용 특수용지 구입

    ―인감대장

    ―인감대장 송부 봉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 기타용품 및 수용비

    ―창구제증명 관련서식

    ―민원봉투 인쇄(봉투2호)

    ―민원봉투 인쇄(봉투4호)

    ―민원신청서 인쇄(전표)

    ―자동복합인증기 롤라

    ―자동복합인증기 필름

    ―주민등록일제정리홍보 현수막제작

    ―제증명발급 프린트 토너

    ―주민등록지문채취용 잉크, 롤라

    ―주민등록지문잉크제거 크리너

    ―무인민원발급기 토너카트리지

    ―통합증명발급기 토너카트리지

56,224 △2,69058,914

51,174

 2,580

600

1,500

 1,900

 140

 2,400

 480

 1,400

 1,500

1,350

300

 990

 500

 2,000

 1,520

 500

 3,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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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단위: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50,000원*5대*10개 =

700,000원*1대 =

   700,000원*1대 =

   300,000원*12월 =

   15,000원*10상자*12월 =

   200,000원*2회 =

   50,000원*10개*4회 =

   7,000원*200개 =

   294원*500부*2종 =

   3,000원*1,300명 =

   3,000원*3,000명 =

   60,000원*12회 =

   150,000원*1시간*7회 =

   100,000원*7회 =

   5,000원*15명*12식 =

   5,000원*5명*8일*12월 =

   250원*500명*2회 =

   90,000원*50명 =

15,000,000원*8% =

   21,000,000원*3대*8%*(12/12) =

   19,340,000원*2대*8%*(10/12) =

   8,690,000원*2대*8%*(3/12) =

    ―무인민원발급기 편철심

    ―무인민원발급 정착기

    ―무인민원발급기 급지트레이

    ―민원인용 커피, 국산차, 음료등

    ―1회용컵 및 스틱 등

    ―명절 대민 접대용품 구입

    ―민원인 대기실 화분구입

    ―민원실 비치용 우산구입

    ―민원만족도조사 조사서, 봉투

    ―신규발급주민등록증발급 비용부담

    ―재발급주민등록증발급 비용부담

    ―주민등록증발급 우송료(조폐공사)

  ○운영수당

    ―공무원친절교육 강사료

    ―공무원친절교육 강사 교통비,숙박비

  ○급량비

    ―이동민원실운영요원 급량비

    ―민원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만족도조사 우편요금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시설장비유지비

    ―LED전광판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군청, 안계,
       구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다인, 금성)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13,917

 2,500

700

 700

 3,600

 1,800

 400

 2,000

 1,400

 294

 3,900

 9,000

 720

1,750

 1,050

 700

3,300

 900

 2,400

2,71711,200

4,750

 250

 4,500

9,167

1,200

 5,040

 2,57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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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단위: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202 여비 21,600 30,240 △8,640

 20,000원*5명*11일*12월 =

 70,000원*5명*3일*8회 =

01  국내여비

  ○민원봉사업무추진(관내)

  ○민원봉사업무추진(관외)

21,600 △8,64030,240

 13,200

 8,4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1,000,000원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과시책추진

1,000 1,000

1,000

301 일반보상금 8,400 8,400 0

 10,000원*40명*6회 =

 50,000원*40명 =

100,000원*40명 =

10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안내 도우미 교통비

  ○민원안내 도우미 선진지 견학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8,400 8,400

 2,400

 2,000

4,000

405 자산취득비 22,000 55,900 △33,900

22,000,000원*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22,000 △33,90055,900

22,000

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758,710 1,070,307 △311,597

[국        86,000] 1,070,307

[도        60,000] 1,070,307

[군       612,710] 1,070,307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136,900 161,900 △25,000

농촌주거환경개선 51,200 51,200 0

201 일반운영비 17,600 17,600 0

10,000원*40통 =

20,000원*15권 =

     350,000원*4회 =

     10,000원*20통 =

100원*3,000건*3종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

      ㆍCD

      ㆍ포토용지

      ㆍ레이저프린트 토너 교환

      ㆍ건축통계용 디스켓 구입

    ―건축물관리대장 표준서식

      ㆍ일반건축물

11,600 11,600

8,360

2,300

400

300

 1,400

 200

2,16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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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100원*500건*3종 =

50원*15,000매 =

     30원*4,000건*3종 =

   200,000원*4종칼라*2회 =

   400,000원*2회 =

1,000,000원 =

100,000원*5권 =

   70,000원*6명*2회 =

   5,000원*5명*8일*12월 =

   300,000원*12월 =

   200,000원*12월 =

      ㆍ집합건축물

      ㆍ현황도 작성용지

      ㆍ건축물대장 신청서

    ―건축행정시스템유지 칼라잉크 교환

    ―건축행정시스템유지 포토컨덕트 교환

    ―기타용품 및 프린트 수리

    ―건축관련 도서구입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 주택행정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오리미
       , 천동마을)

  ○시설장비유지비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오리미,천동마을)

6,000

150

750

 360

 1,600

 800

1,000

500

840

 840

2,400

 2,400

6,000

3,600

 3,600

2,400

 2,400

202 여비 21,600 21,600 0

 20,000원*5명*11일*12월 =

 70,000원*5명*3일*8회 =

01  국내여비

  ○주택건설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행정 업무 추진

21,600 21,600

 13,200

 8,400

307 민간이전 12,000 12,000 0

 6,000,000원*2개소 =

05  민간위탁금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오리미,
   천동마을)

12,000 12,000

 12,000

신속.정확한 건축민원처리 운영 35,700 35,700 0

201 일반운영비 13,100 13,100 0

   100원*5,000매*2종 =

   50원*10,000매*2종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일반건축물 표준서식

    ―현황도 작성용지 표준서식

13,100 13,100

9,72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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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50원*5,000매*2종 =

   30,000원*30박스 =

   200,000원*4대*4회 =

   150,000원*6대 =

300,000원 =

   40,000원*80건*60% =

   70,000원*7명*2회 =

   5,000원*5명*8일*12월 =

    ―건축물대장 정리부 서식

    ―건축물대장 발급용지(의성군 마크)

    ―건축물대장 발급(창구용) 프린트 카트
       리지

    ―건축민원행정 S/W 유지관리비

    ―건축업무 법령집 구입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건축 인,허가 특근자 급량비

 500

 900

 3,200

 900

300

 1,920

980

 980

2,400

 2,400

202 여비 21,600 21,600 0

 20,000원*5명*11일*12월 =

 70,000원*5명*3일*8회 =

01  국내여비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

  ○건축민원 업무 추진

21,600 21,600

 13,200

 8,400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0

 5,000원*100명*2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건축 인.허가 주민설명회

1,000 1,000

 1,000

농촌빈집 철거 및 정비 50,000 75,000 △25,00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 75,000 △25,000

500,000원*100동 =

01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 정비사업

50,000 △25,00075,000

50,000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106,052 430,510 △324,458

효율적 지적행정 운영 106,052 120,560 △14,508

101 인건비 13,142 16,320 △3,178

 34,000원*2명*120일 =

 34,000원*1명*120일 =

8,160,000원*45/1,000 =

 8,160,000원*23.25/1,000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적측량검사 보조인부

  ○부동산특조법 보조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13,142 △3,17816,320

 8,160

 4,080

368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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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8,160,000원*27/1,000 =

8,160,000원*15/1,000 =

  ○산재보험금

  ○고용보험금

221

123

201 일반운영비 41,570 59,200 △17,630

 25,000원*5종*40박스 =

 350,000원*5종*3회 =

25원*6종*10,000매 =

20,000원*100매 =

100,000원*4종 =

 25원*4종*10,000매 =

   5,000원*7명*8일*12월 =

   5,000원*2명*8일*12월 =

   250원*4,000통 =

   2,000원*5,000건*1.5 =

100,000원*3종 =

   2,000,000원*1대 =

   500,000원*2대*2회 =

   300,000원*2대 =

   150,000원*8대 =

01  사무관리비

  ○토지대장등본 등 발급용지

  ○토지대장등본 등 토너구입

  ○토지기록 전산 서식

  ○측량결과도 표지 구입

  ○지적측량 소모품 구입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서식(특례법시행)

  ○급량비

    ―지적민원처리 특근자 급량비

    ―부동산특별조치법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이동정리 결과통지 우편료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외 1종 우편요
       금

  ○시설장비유지비

    ―지적측량장비 수리

    ―지적도면 전산서버 유지관리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냉매주입 및 수리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

    ―지적민원창구 부동산관리용 S/W유지비

19,470

22,100

△2,75022,220

 5,000

 5,250

1,500

2,000

400

 1,000

4,320

 3,360

 960

△14,88036,980

16,000

 1,000

 15,000

6,100

300

 2,000

 2,000

 600

 1,200

202 여비 30,240 34,920 △4,680

 20,000원*7명*11일*12월 =

 70,000원*7명*3일*8회 =

01  국내여비

  ○지적현장민원 및 부동산조치법 업무추진

  ○지적민원 업무 추진

30,240 △4,68034,920

 18,480

 11,760

405 자산취득비 21,100 0 21,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100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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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5,600,000원*1대 =

 14,000,000원*1대 =

1,500,000원*1대 =

  ○펜컴퓨터(지적측량검사용)

  ○토탈스테이션(지적측량검사용)

  ○고속프린트기

 5,600

 14,000

1,500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

357,315 317,500 39,815

[국        86,000] 317,500

[도        60,000] 317,500

[군       211,315] 317,500

새주소 사업(국비)

286,000 317,500 △31,500

[국        86,000] 317,500

[도        60,000] 317,500

[군       140,000] 31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6,000 0 286,000

[국        86,000] 0

[도        60,000] 0

[군       140,000] 0

 283,998,000원 =

 286,000,000원*0.7% =

04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06  시설부대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283,998

[국        86,000]

[도        60,000]

[군       137,998]

2,002

283,9980

 283,998

[국        86,000]

[도        60,000]

[군       137,998]

2,0020

 2,002

새주소 사업 71,315 0 71,315

201 일반운영비 40,595 0 40,595

   100,000원*20개 =

60원*5,000매*7종 =

   20,000원*5종*10회 =

360,000원*3대*3회 =

25,000원*2대*30박스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새주소사업 홍보용 배너 제작

    ―각종서식 유인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

    ―프린트 토너구입

    ―복사용지 구입

37,395 37,3950

28,815

 2,000

2,100

 1,000

3,24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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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

50,000원*30롤 =

825,000원*3세트 =

5,000,000원*3식 =

   70,000원*12명*7회 =

   5,000원*3명*15일*12월 =

   200,000원*3종*2회 =

   200,000원*1회*5대 =

250,000원*4대 =

    ―플로터 용지 구입

    ―플로터 용액 구입

    ―오토캐드 구입

  ○운영수당

    ―군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새주소사업 추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플로터 및 냉난방기 수리

    ―프린트 및 복사기 수리

    ―지리정보 S/W 유지비

3,200

1,500

2,475

15,000

5,880

 5,880

2,700

 2,700

3,2000

3,200

 1,200

 1,000

1,000

202 여비 12,960 0 12,960

 20,000원*3명*11일*12월 =

70,000원*3명*3일*8회 =

01  국내여비

  ○도로명조사 업무 추진

  ○새주소사업 추진

12,960 12,9600

 7,920

5,040

207 연구개발비 7,720 0 7,720

 256,470,000원*3.01% =

02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갱신구축

7,720 7,7200

 7,720

301 일반보상금 5,040 0 5,040

 5,000원*14명*18읍면*4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새주소위원회 회의참석 급식

5,040 5,0400

 5,040

307 민간이전 5,000 0 5,000

 5,000,000원 =

02  민간경상보조

  ○새주소 생활화 국민 캠페인지원

5,000 5,0000

 5,000

효율적 토지행정 관리 158,443 160,397 △1,954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158,443 160,397 △1,954

201 일반운영비 114,023 114,327 △304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523 △1,804102,327

9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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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효율적 토지행정 관리

   50,000원*20개*1회 =

   10,000원*20부*7회 =

   100원*60,000매 =

   500원*2,500권 =

   500원*2,500권 =

   500원*2,500권 =

   500원*2,500권 =

45,000원*20부 =

45,000원*20부 =

   20원*50,000매 =

   20,000원*25박스 =

   1,200,000원*1박스 =

   200,000원*7대*2회 =

40,000원*25롤 =

   593원*90,000필*1.1 =

   38,000원*50%*30%*1,800필*1.1 =

   38,000원*50%*100필*1.1 =

   500,000원*2건*1.1 =

   70,000원*12명*5회 =

   5,000원*3명*8일*12월 =

   250원*50,000건 =

500,000원*1대 =

    ―개별공시지가홍보 현수막(의견제출, 이
       의신청)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3단 봉합엽서
       )작성

    ―지가열람부 용지(민원 열람용)구입

    ―조사대상필지용지(읍면 조사용)구입

    ―토지특성조사표용지(19개 항목 지압조
       사)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조서 구입

    ―토지가격 조사표 유인

    ―토지가격 비준표 유인

    ―지가확인서발급(민원창구용 군마크 인
       쇄)

    ―토지특성변동자료 복사용지 구입

    ―고속레이저프린트 토너 구입

    ―프린트 토너(지가산정 합동작업)

    ―지가도면용지 구입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월1일기준 변동토지 개별공시지가 검
       증수수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
       수료

  ○운영수당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급량비

    ―개별공시지가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고속레이저프린트 수리

13,500

 1,000

 1,400

 6,000

 1,250

 1,250

 1,250

 1,250

900

900

 1,000

 500

 1,200

 2,800

1,000

 58,707

 11,286

 2,090

 1,100

4,200

 4,200

1,440

 1,440

1,50012,000

12,500

 12,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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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삶의질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단위:효율적 토지행정 관리

   500,000원*1대 =
    ―플로터, 디지타이저 수리

 500

202 여비 12,960 12,960 0

 20,000원*3명*11일*12월 =

70,000원*3명*3일*8회 =

01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업무추진

  ○부동산업무추진

12,960 12,960

 7,920

5,040

207 연구개발비 31,460 33,110 △1,650

 8,000원*1,600매*2부*1.1 =

 1,500,000원*2건*1.1 =

01  연구용역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

31,460 △1,65033,110

 28,160

 3,300

행정운영경비(민원과) 77,592 79,369 △1,777

인력운영비 46,694 47,407 △713

인력운영비 46,694 47,407 △713

101 인건비 42,494 43,207 △713

32,100원*3명*250일 =

8,025,000원*4/12*3명 =

32,100원*52일*3명 =

 (32,100원*2명*16일)+(32,100원*1명*23일) =

 (32,100원/8시간)*13시간*1.5*3명*12월 =

8,025,000원*10%*1명 =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42,494 △71343,207

24,075

8,025

5,008

 1,766

 2,817

803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350,000원*12월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30인이하)

4,200 4,200

 4,200

기본경비 30,898 31,962 △1,064

기본경비 30,898 31,962 △1,064

201 일반운영비 19,558 19,782 △224

30,000원*28명 =

16,500원*240박스 =

110,000원*5개*3대 =

01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FAX토너

19,452 △33019,782

12,306

840

3,96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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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민원과
정책:행정운영경비(민원과)
단위:기본경비

80,000원*10월*3대 =

   200,000원*4개*3대 =

   352,000원*3종칼라*1회 =

   13,000원*4종*12월 =

12,000원*13종*12월 =

200,000원*3대 =

   5,000원*27명*30일 =

8,800원*12월 =

    ―복사기토너

    ―프린트 토너(업무용)

    ―프린트 토너(칼라)

  ○도서구입비

    ―민원실 도서 및 주.월간지

    ―민원실 일간지

  ○소규모수선비

    ―FAX민원 유지비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량비(산불, 재해)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유선방송 시청료

106

2,400

 2,400

 1,056

2,496

 624

1,872

600

600

4,050

 4,050

1060

106

106

202 여비 11,340 12,180 △840

70,000원*27명*2일*3회 =

01  국내여비

  ○민원업무 추진

11,340 △84012,180

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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