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지적과
정책: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지적과 250,794 313,524 △62,730

특             50,000 50,000 0

시             33,000 55,000 △22,000

구            167,794 208,524 △40,730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
시)

138,458 194,858 △56,400

특             50,000 50,000 0

시             16,740 38,740 △22,000

구             71,718 106,118 △34,400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750 3,950 △3,200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750 1,250 △500

301 일반보상금 0 500 △500

12  기타보상금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500 △5000

 △500 0  500  경정 0

개발부담금 부과 0 2,700 △2,700

201 일반운영비 0 2,700 △2,700

01  사무관리비

  ◎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개발부담금)

2,700 △2,7000

 △2,700 0  2,700  경정 0

도로명주소 활용 및 유지관리 67,514 98,714 △31,200

특             50,000 50,000 0

구             17,514 48,714 △31,200

도로명주소 홍보 10,000 41,200 △31,200

특              6,000 6,000 0

구              4,000 35,200 △31,200

201 일반운영비 10,000 41,200 △31,200

특              6,000 6,000 0

구              4,000 35,200 △31,200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전자우편요금

31,200 △31,2000

△31,2000 31,200

 △31,200 0  31,200  경정 0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6,740 38,740 △22,000

시             16,740 38,740 △22,000

국공유재산의효율적 관리 16,740 38,740 △22,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지적과
정책: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국공유재산의효율적 관리 시             16,740 38,740 △22,000

201 일반운영비 10,998 30,728 △19,730

시             10,998 30,728 △19,73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현황,분할,경

      계)

    ○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인쇄

    ○ 사무기기 수리

    ○ 복사용지 구입

    ○ 국공유재산 납부서용지 구입

    ○ 온비드입찰 이용수수료

  ◎ 급량비

    ○ 국공유재산관리 및 은닉재산발굴 현장

      조사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고

      지서 우송

      · 등기

      · 등기우편 반송료

28,250 △18,5309,720

△16,8507,800 24,650

 △7,200 1,200  8,400  경정 240,000원*5필지

△7,200시              1,200 8,400

 △6,800 2,800  9,600  경정 200,000원*7건*2개기관

△6,800시              2,800 9,600

 △378 378  756  경정 63원*1,000매*6종

△378시                378 756

△1,0000 1,000경정 0

△1,000시                  0 1,000

△165497 662경정 16,550원*30상자

△165시                497 662

△1520 152경정 0

△152시                  0 152

 △1,155 525  1,680  경정 105,000원*5건*1년

△1,155시                525 1,680

△1,6801,920 3,600

 △1,680 1,920  3,600  경정 5,000원*4명*8일*12월

△1,680시              1,920 3,600

2,478 △1,2001,278

△1,2001,278 2,478

 △1,200 1,278  2,478

△1,0501,050 2,100경정 1,750원*300건*2회

△1,050시              1,050 2,100

△1500 150경정 0

△150시                  0 150

202 여비 5,742 8,012 △2,270

시              5,742 8,012 △2,27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서: 지적과
정책: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01  국내여비

  ◎ 국공유재산관련 업무연찬회 여비

8,012 △2,2705,742

 △2,270 942  3,212  경정 942,000원*1년

△2,270시                942 3,212

도시계획도로건설(수송및교통/도로) 4,700 11,030 △6,330

보상업무처리 4,700 11,030 △6,330

도로건설 보상금 지급 4,700 11,030 △6,330

201 일반운영비 3,500 6,030 △2,53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 등기신청에 따른 수입증지 구입

      · 소유권이전 등기

      · 가등기 및 압류말소 등

02  공공운영비

  ◎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

  ◎ 공탁통지서 등기우송료

5,370 △1,8703,500

△1,8703,500 5,370

 △1,500 3,500  5,000  경정 100,000원*35필지

△3700 370

△2700 270경정 0

△1000 100경정 0

660 △6600

 △525 0  525  경정 0

△1350 135경정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 5,000 △3,800

03  토지매입비

  ◎ 미불용지 보상금

5,000 △3,8001,200

△3,8001,200 5,000경정 1,200,000원*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