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

단위: 세원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3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세무과

세무과 589,968 608,285 △18,317

세입 확보 495,528 510,949 △15,421

세원관리 344,942 356,363 △11,421

지방세정 운영 288,942 320,363 △31,421

201 일반운영비 126,554 153,204 △26,650

01 사무관리비 78,330 102,900 △24,570

○일반수용비 70,750 92,760 △22,010

― 지방세납부안내문(고지서) 23,000 26,000 △3,000

―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7,500 10,000 △2,500

― 고속프린터 소모품 7,500 10,000 △2,500

― 지방세법 편람 및 정보지 2,000 4,000 △2,000

―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제작 2,750 3,000 △250

― 세정 시책 홍보물 제작 0 1,000 △1,000

― 부동산압류 및 해제수수료등 1,000 5,400 △4,400

― 공매대행 수수료 3,000 5,000 △2,000

―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7,620 10,000 △2,380

―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1,320 3,300 △1,980

○운영수당 3,080 5,640 △2,560

― 지방세심의위원회 3,080 3,640 △560

― 세무관계자 교육 강사수당 0 2,000 △2,000

66,000원*20박스

70,000원*11명*4회

02 공공운영비 38,224 40,304 △2,080

○시설장비유지비 18,224 20,304 △2,080

― 차량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6,000 6,600 △600

― 체납관리 ARS 시스템 유지보수

2,244 2,904 △660

―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2,240 2,400 △160

―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유지보수

3,420 3,600 △180

―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4,320 4,800 △480

500,000원*12개월

187,000원*12개월

285,000원*12개월

360,000원*12월

202 여비 10,040 11,040 △1,000

01 국내여비 10,040 11,040 △1,000

○국내여비 10,040 11,040 △1,000

207 연구개발비 9,500 11,000 △1,500

02 전산개발비 9,500 11,000 △1,500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9,500 11,000 △1,5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3,572 55,843 △2,271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3,572 55,843 △2,271

○지방세연구회 출연금 5,629 7,900 △2,271

체납세 징수 56,000 36,000 20,000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

단위: 세원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2 여비 20,000 0 20,000

01 국내여비 20,000 0 20,000

○지방세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선진지 견학 20,000 0 20,000

400,000원*50명

과표관리 150,586 154,586 △4,000

주택가격산정 150,586 154,586 △4,000

201 일반운영비 97,400 101,400 △4,000

01 사무관리비 95,000 99,000 △4,000

○일반수용비 86,200 90,200 △4,000

― 검증수수료 77,500 80,000 △2,500

― 조사표 및 안내문 인쇄 700 1,200 △500

―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1,000 2,000 △1,000

행정운영경비(세무과) 94,440 97,336 △2,896

기본경비 94,440 97,336 △2,896

기본경비 94,440 97,336 △2,896

201 일반운영비 20,000 22,896 △2,896

01 사무관리비 20,000 22,896 △2,896

○부서운영 기본경비 20,000 22,896 △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