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무1과

정책: 자주재원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6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세무1과 368,236 375,538 △7,302

자주재원확충 267,286 272,938 △5,652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88,200 189,868 △1,668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96,420 97,463 △1,043

201 일반운영비 96,420 97,463 △1,043

01 사무관리비 19,820 20,863 △1,043

○ 고지서 제작 10,550 11,593 △1,043

- 재산세 납세고지서 8,640 9,360 △720

- 취득·등록면허세 신고납부고지서

1,272 1,595 △323

경정 8,640,000원

경정 1,272,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21,013 21,211 △198

201 일반운영비 21,013 21,211 △198

01 사무관리비 3,763 3,961 △198

○ 대법원 전자촉탁등기 수수료

402 600 △198경정 402,000원

지방세정 운영 및 홍보 67,817 68,194 △377

201 일반운영비 6,218 6,545 △327

01 사무관리비 4,318 4,545 △227

○ 세정 홍보물 제작 3,173 3,400 △227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리플릿

900 1,000 △100

-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873 1,000 △127

경정 900,000원

경정 873,000원

03 행사운영비 1,900 2,000 △100

○ 부산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운영

1,900 2,000 △100경정 1,900,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적극적인 세원발굴 2,950 3,000 △50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세원발굴 업무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정확한 조사 79,086 83,070 △3,984

전문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53,262 56,048 △2,786

201 일반운영비 53,262 56,048 △2,786

01 사무관리비 53,262 56,048 △2,786

○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53,262 56,048 △2,786

- 산정가격검증 49,882 52,668 △2,786경정 49,882,000원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조사 25,824 27,022 △1,198



부서: 세무1과

정책: 자주재원확충

단위: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정확한 조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13,403 14,108 △70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03 14,108 △705

○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13,403 14,108 △705

- 인건비 12,125 12,830 △705경정 12,125,000원

201 일반운영비 9,901 10,394 △493

01 사무관리비 9,361 9,854 △493

○ 개별주택가격조사 급식비 1,957 2,450 △493경정 1,957,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1과) 100,950 102,600 △1,650

기본경비(세무1과) 100,950 102,600 △1,650

기본경비(세무1과) 100,950 102,600 △1,650

201 일반운영비 19,770 20,760 △990

01 사무관리비 18,810 19,800 △990

○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0,032 10,560 △528

○ 기본 업무수행 급식비 8,778 9,240 △462

경정 10,032,000원

경정 8,778,000원

203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경정 3,990,000원

405 자산취득비 8,550 9,000 △4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550 9,000 △450

○ 복사기 구입 8,550 9,000 △450경정 8,5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