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세무2과 ~ 세무2과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무2과 397,006 405,255 △8,249

특              8,128 0 8,128

구            388,878 405,255 △16,377

자주재원 확충 320,055 327,285 △7,230

특              8,128 0 8,128

구            311,927 327,285 △15,358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20,438 126,777 △6,339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104,120 109,600 △5,480

201 일반운영비 103,313 108,750 △5,437

01 사무관리비 21,137 22,250 △1,113

  ○ 지방세 고지서 제작                10,450             10,985            △535

    - 면허세 납세고지서                   510                540             △30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4,845              5,100            △255

    - 주민세 납세고지서                 3,563              3,750            △187

    - 수시분 고지서                   894                957             △63

  ○ 고지서 출력·가공비                 8,918              9,390            △472

    - 면허세                   510                540             △30

    - 자동차세                 4,845              5,100            △255

    - 주민세                 3,563              3,750            △187

  ○ 고지서 발송용 봉투                 1,769              1,875            △106

    - 창봉투                 1,311              1,380             △69

    - 일반봉투                   458                495             △37

  경정 510,000원

  경정 4,845,000원

  경정 3,563,000원

  경정 894,000원

  경정 510,000원

  경정 4,845,000원

  경정 3,563,000원

  경정 1,311,000원

  경정 458,000원

02 공공운영비 82,176 86,500 △4,324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82,176             86,500          △4,324

    - 일반(엽서식)                65,836             69,300          △3,464

    - 등기(엽서식)                16,340             17,200            △860

  경정 65,836,000원

  경정 16,340,000원

203 업무추진비 807 850 △43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7 850 △43

  ○ 세원발굴 업무추진                   807                850             △43  경정 807,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4,598 4,840 △242

201 일반운영비 4,598 4,840 △242

01 사무관리비 4,598 4,840 △242

  ○ 세정 홍보물 제작                 4,598              4,840            △242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전단지
                  950              1,000             △50

    - 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2,850              3,000            △150

    - 입간판 제작                   798                840             △42

       경정 950,000원

  경정 2,850,000원

  경정 798,000원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1,572 1,655 △83

201 일반운영비 790 805 △15

01 사무관리비 790 8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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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지방세 관련도서                   790                805             △15

    - 지방세법 편람                   790                805             △15  경정 790,000원

203 업무추진비 782 850 △68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2 850 △68

  ○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                   782                850             △68  경정 782,000원

과학적인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분석 10,148 10,682 △534

201 일반운영비 10,148 10,682 △534

01 사무관리비 10,148 10,682 △534

  ○ 지방세 과오납 통지 서식                 1,213              1,276             △63

  ○ 지방세 통계관련 서식                   966              1,016             △50

    - 세목별 일계전                   190                200             △10

    - 지방세수입 일계전                    92                 96              △4

    - 지방세수입 일계전 바인더                   684                720             △36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등
                7,829              8,250            △421

  경정 1,213,000원

  경정 190,000원

  경정 92,000원

  경정 684,000원

      경정 7,829,000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62,045 170,574 △8,529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8,018 8,440 △422

201 일반운영비 3,914 4,120 △206

01 사무관리비 1,064 1,120 △56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식비
                1,064              1,120             △56      경정1,064,000원

02 공공운영비 2,850 3,000 △15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통신료
                2,850              3,000            △150      경정 2,850,000원

202 여비 4,104 4,320 △216

01 국내여비 4,104 4,320 △216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여비
                4,104              4,320            △216      경정 4,104,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2,540 13,200 △660

201 일반운영비 5,340 6,000 △660

01 사무관리비 5,340 6,000 △660

  ○ 공매재산 감정료 및 수수료
                3,540              4,000            △460

  ○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
                1,800              2,000            △200

      경정 3,540,000원

      경정 1,800,000원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 141,487 148,934 △7,447

201 일반운영비 141,487 148,934 △7,447

01 사무관리비 52,662 55,434 △2,772

  ○ 독촉고지서 제작                18,748             19,734            △986

    - 엽서식(2폭)                16,929             17,820            △891

    - 비연속식(A4)                 1,819              1,914             △95

  경정 16,929,000원

  경정 1,8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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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독촉고지서 출력비                26,790             28,200          △1,410

  ○ 독촉고지서 발송용 봉투 투입비
                6,269              6,600            △331

  ○ 독촉고지서 봉투 제작비                   855                900             △45

  경정 26,790,000원

      경정 6,269,000원

  경정 855,000원

02 공공운영비 88,825 93,500 △4,675

  ○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88,825             93,500          △4,675

    - 등기(창봉투)                16,625             17,500            △875

    - 일반(엽서식)                62,700             66,000          △3,300

    - 일반(창봉투)                 9,500             10,000            △500

  경정 16,625,000원

  경정 62,700,000원

  경정 9,500,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37,572 29,934 7,638

특              8,128 0 8,128

구             29,444 29,934 △490

수입증지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526 1,606 △80

201 일반운영비 1,526 1,606 △80

01 사무관리비 1,526 1,606 △80

  ○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1,213              1,276             △63

  ○ 수입증지 제작                   313                330             △17

      경정 1,213,000원

  경정 313,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8,256 20,128 8,128

특              8,128 0 8,128

구             20,128 20,128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8,256 20,128 8,128

특              8,128 0 8,128

구             20,128 20,128 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8,256 20,128 8,128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16,256              8,128            8,128      경정 16,256,000원

특              8,128 0 8,128

구              8,128 8,128 0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7,790 8,200 △410

303 포상금 7,790 8,200 △410

01 포상금 7,790 8,200 △410

  ○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590              6,000            △410  경정 5,590,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76,951 77,970 △1,019

기본경비(세무2과) 76,951 77,970 △1,019

기본경비(세무2과) 76,951 77,970 △1,019

201 일반운영비 15,960 16,800 △840

01 사무관리비 15,048 15,840 △792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9,252              9,792            △540

  ○ 부서기본업무수행 급식비                 5,796              6,048            △252

  경정 9,252,000원

  경정 5,796,000원

02 공공운영비 912 960 △48

  ○ 전산장비 유지비                   912                960             △48  경정 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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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2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단위: 기본경비(세무2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3 업무추진비 3,391 3,570 △179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91 3,570 △179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91              3,570            △179  경정 3,3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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