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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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세무1과

세무1과 310,297 317,307 △7,010

자주재원확충 238,841 244,299 △5,458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53,321 155,134 △1,813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81,908 82,845 △937

201 일반운영비 81,908 82,845 △937

01 사무관리비 17,788 18,725 △937

○ 고지서 제작 9,115 9,595 △480

- 재산세 납세고지서 7,600 8,000 △400

- 취득·등록면허세 신고납부고지서

1,212 1,276 △64

- 수시분 납세고지서 303 319 △16

○ 고지서 출력 7,838 8,250 △412

- 재산세 납세고지서 7,838 8,250 △412

○ 고지서 발송용 봉투 835 880 △45

- 창봉투 525 550 △25

- 일반봉투 310 330 △20

경정 7,600,000원

경정 1,212,000원

경정 303,000원

경정 7,838,000원

경정 525,000원

경정 310,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17,745 18,023 △278

201 일반운영비 17,745 18,023 △278

01 사무관리비 3,195 3,473 △278

○ 독촉고지서 제작 1,104 1,210 △106

- 엽서식(2폭) 821 891 △70

- 비연속식(A4) 283 319 △36

○ 독촉고지서 출력 1,651 1,763 △112

○ 대법원 전자촉탁등기 수수료

440 500 △60

경정 821,000원

경정 283,000원

경정 1,651,000원

경정 440,000원

지방세정 운영 및 홍보 50,961 51,416 △455

201 일반운영비 5,676 6,121 △445

01 사무관리비 4,251 4,621 △370

○ 세정 홍보물 제작 3,326 3,696 △370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리플렛

1,400 1,600 △200

-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734 800 △66

-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 883 960 △77

- 재산세 납부 홍보 입간판 309 336 △27

경정 1,400,000원

경정 734,000원

경정 883,000원

경정 309,000원

03 행사운영비 1,425 1,500 △75

○ 부산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운영

1,425 1,500 △75경정 1,425,000원

203 업무추진비 807 850 △43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7 850 △43

○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 807 850 △43경정 8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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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1과

정책: 자주재원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306 출연금 5,154 5,121 33

01 출연금 5,154 5,121 33

○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954 4,921 33경정 4,954,000원

적극적인 세원발굴 2,707 2,850 △143

202 여비 950 1,000 △50

01 국내여비 950 1,000 △50

○ 세무조사 여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203 업무추진비 807 850 △43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7 850 △43

○ 세원발굴 업무추진 807 850 △43경정 807,000원

303 포상금 950 1,000 △50

01 포상금 950 1,000 △50

○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 950 1,000 △50경정 950,000원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정확한 조사 85,520 89,165 △3,645

전문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50,849 53,526 △2,677

201 일반운영비 50,849 53,526 △2,677

01 사무관리비 50,849 53,526 △2,677

○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50,849 53,526 △2,677

- 산정가격검증 47,640 50,160 △2,520

- 의견제출검증 63 66 △3

- 이의신청검증 526 550 △24

-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2,620 2,750 △130

경정 47,640,000원

경정 63,000원

경정 526,000원

경정 2,620,000원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조사 34,671 35,639 △968

201 일반운영비 13,232 14,074 △842

01 사무관리비 10,748 11,314 △566

○ 개별주택가격조사 8,421 8,864 △443

- 주택특성조사표등 각종서식인쇄

1,049 1,104 △55

- 주택가격현황도면 구축 2,719 2,860 △141

- 홍보물 665 700 △35

-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

2,848 3,000 △152

- HPMAP유지보수료(4copy) 1,140 1,200 △60

○ 개별주택가격조사 급식비 2,327 2,450 △123

경정 1,049,000원

경정 2,719,000원

경정 665,000원

경정 2,848,000원

경정 1,140,000원

경정 2,327,000원

02 공공운영비 2,484 2,760 △276

○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2,484 2,760 △276경정 2,484,000원

202 여비 2,394 2,520 △126

01 국내여비 2,394 2,52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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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1과

정책: 자주재원확충

단위: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정확한 조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2,394 2,520 △126경정 2,394,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1과) 71,456 73,008 △1,552

기본경비(세무1과) 71,456 73,008 △1,552

기본경비(세무1과) 71,456 73,008 △1,552

201 일반운영비 14,456 16,008 △1,552

01 사무관리비 13,544 15,048 △1,504

○ 부서운영기본수용비 8,554 9,504 △950

○ 부서기본업무수행 급식비 4,990 5,544 △554

경정 8,554,000원

경정 4,990,000원

02 공공운영비 912 960 △48

○ 전산장비 유지비 912 960 △48경정 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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