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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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451 390,477 28,974

자주재원 확충 341,061 311,877 29,184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14,678 126,967 △12,289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101,987 109,600 △7,613

201 일반운영비 101,137 108,750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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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 86,500 △6,500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80,000             86,500          △6,500

    - 일반(엽서식)                68,000             69,300          △1,300

    - 등기(엽서식)                12,000             17,200          △5,200

  경정 68,000,000원

  경정 12,000,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4,500 4,840 △340

201 일반운영비 4,500 4,840 △340

01 사무관리비 4,500 4,840 △340

  ○ 세정 홍보물 제작                 4,500              4,840            △340

    - 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2,800              3,000            △200

    - 입간판 제작                   700                840            △140

  경정 2,800,000원

  경정 700,000원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1,575 1,845 △270

201 일반운영비 725 995 △270

01 사무관리비 725 995 △270

  ○ 지방세 관련도서                   725                995            △270

    - 지방세법 편람                   535                805            △270  경정 535,000원

과학적인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분석 6,616 10,682 △4,066

201 일반운영비 6,616 10,682 △4,066

01 사무관리비 6,616 10,682 △4,066

  ○ 지방세 과오납 통지 서식                 1,210              1,276             △66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4,250              8,250          △4,000

  경정 1,210,000원

      경정 4,250,000원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52,831 159,934 △7,10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14,020 9,800 4,220

202 여비 8,640 4,320 4,320

01 국내여비 8,640 4,320 4,32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여비
                8,640              4,320            4,320      경정 8,640,000원

405 자산취득비 700 800 △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 800 △10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휴대용 프린터기
                  700                800            △100      경정 700,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4,700 13,200 1,500

201 일반운영비 5,500 6,000 △500

01 사무관리비 5,500 6,000 △500

  ○ 공매재산 감정료 및 수수료
                2,700              3,0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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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2,700,000원

      경정 1,800,000원

303 포상금 9,200 7,200 2,000

01 포상금 9,200 7,200 2,000

  ○ 구세 징수포상금                 8,000              6,000            2,000  경정 8,000,000원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 124,111 136,934 △12,823

201 일반운영비 122,714 135,434 △12,720

01 사무관리비 50,714 55,434 △4,720

  ○ 독촉고지서 제작                18,914             19,734            △820

    - 엽서식(2폭)                17,000             17,820            △820

  ○ 독촉고지서 출력비                25,000             28,200          △3,200

  ○ 독촉고지서 발송용 봉투 투입비
                6,000              6,600            △600

  ○ 독촉고지서 봉투 제작비                   800                900            △100

  경정 17,000,000원

  경정 25,000,000원

      경정 6,000,000원

  경정 800,000원

02 공공운영비 72,000 80,000 △8,000

  ○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2,000             80,000          △8,000

    - 등기(창봉투)                15,750             17,500          △1,750

    - 일반(엽서식)                49,500             55,000          △5,500

    - 일반(창봉투)                 6,750              7,500            △750

  경정 15,750,000원

  경정 49,500,000원

  경정 6,750,000원

405 자산취득비 1,397 1,500 △103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97 1,500 △103

  ○ 독촉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397              1,500            △103      경정 1,397,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73,552 24,976 48,576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212 1,276 △64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212 1,276 △64

01 사무관리비 1,212 1,276 △64

  ○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1,212              1,276             △64      경정 1,212,000원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57,840 9,200 48,640

201 일반운영비 48,640 0 48,640

01 사무관리비 48,640 0 48,640

  ○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S/W 구입
               48,640                  0           48,640      48,640,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78,390 78,600 △210

기본경비(세무2과) 78,390 78,600 △210

기본경비(세무2과) 78,390 78,600 △210

203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경정 3,9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