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2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세무2과 ~ 세무2과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무2과 396,151 419,451 △23,300

자주재원 확충 317,761 341,061 △23,300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98,978 114,678 △15,700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91,487 101,987 △10,500

201 일반운영비 89,137 101,137 △12,000

02 공공운영비 68,000 80,000 △12,000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68,000 80,000 △12,000

- 일반(엽서식) 58,000 68,000 △10,000

- 등기(엽서식) 10,000 12,000 △2,000

경정 58,000,000원

경정 10,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500 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0 1,500

○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1,500 0 1,5001,500,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2,300 4,500 △2,200

201 일반운영비 2,300 4,500 △2,200

01 사무관리비 2,300 4,500 △2,200

○ 세정 홍보물 제작 2,300 4,500 △2,200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전단지

400 1,000 △600

- 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1,200 2,800 △1,600

경정 400,000원

경정 1,200,000원

과학적인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분석 3,616 6,616 △3,000

201 일반운영비 3,616 6,616 △3,000

01 사무관리비 3,616 6,616 △3,000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1,250 4,250 △3,000경정 1,250,000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43,331 152,831 △9,500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0,200 14,700 △4,500

201 일반운영비 1,000 5,500 △4,500

01 사무관리비 1,000 5,500 △4,500

○ 공매재산 감정료 및 수수료 200 2,700 △2,500

○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

800 1,800 △1,000

○ 지방세 체납자 금융조회 수수료 0 1,000 △1,000

경정 200,000원

경정 800,000원

경정 0원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 119,111 124,111 △5,000

201 일반운영비 117,714 122,714 △5,000

02 공공운영비 67,000 72,000 △5,000

○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7,000 72,000 △5,000

- 등기(창봉투) 12,750 15,750 △3,000

- 일반(엽서식) 47,500 49,500 △2,000

경정 12,750,000원

경정 47,500,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75,452 73,552 1,900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59,740 57,840 1,900

201 일반운영비 45,540 48,640 △3,100

01 사무관리비 45,540 48,640 △3,100

○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S/W 구입

45,540 48,640 △3,100경정 45,540,000원

303 포상금 14,200 9,200 5,000

01 포상금 14,200 9,200 5,000

○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0 7,000 5,000경정 1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