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3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세무2과

세무2과 392,428 408,510 △16,082

자주재원 확충 313,252 329,334 △16,082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02,331 109,454 △7,123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93,780 99,480 △5,700

201 일반운영비 92,930 98,630 △5,700

01 사무관리비 22,930 23,930 △1,000

○ 지방세 고지서 제작 11,325 11,825 △500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5,410 5,610 △200

- 주민세 납세고지서 3,925 4,125 △200

- 수시분 고지서 857 957 △100

○ 고지서 출력·가공비 9,830 10,230 △400

- 자동차세 5,410 5,610 △200

- 주민세 3,925 4,125 △200

○ 고지서 발송용 봉투 1,775 1,875 △100

- 창봉투 1,280 1,380 △100

경정 5,410,000원

경정 3,925,000원

경정 857,000원

경정 5,410,000원

경정 3,925,000원

경정 1,280,000원

02 공공운영비 70,000 74,700 △4,700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70,000 74,700 △4,700

- 일반(엽서식) 63,000 66,000 △3,000

- 등기(엽서식) 7,000 8,700 △1,700

경정 63,000,000원

경정 7,000,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116 3,516 △400

201 일반운영비 3,116 3,516 △400

01 사무관리비 3,116 3,516 △400

○ 세정 홍보물 제작 3,116 3,516 △400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전단지

700 800 △100

- 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1,760 1,960 △200

- 입간판 제작 656 756 △100

경정 700,000원

경정 1,760,000원

경정 656,000원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1,668 1,845 △177

201 일반운영비 818 995 △177

01 사무관리비 818 995 △177

○ 지방세 관련도서 818 995 △177

- 지방세법 편람 635 805 △170

- 지방세 실무 183 190 △7

경정 635,000원

경정 183,000원

과학적인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분석 3,767 4,613 △846

201 일반운영비 3,767 4,613 △846

01 사무관리비 3,767 4,613 △846

○ 지방세 과오납 통지 서식 457 957 △500

○ 지방세 통계관련 서식 670 1,016 △346

- 세목별 일계전 100 200 △100

경정 457,000원

경정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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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지방세수입 일계전 50 96 △46

- 지방세수입 일계전 바인더 520 720 △200

경정 50,000원

경정 520,000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52,144 152,624 △48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14,900 12,680 2,220

201 일반운영비 5,100 4,680 420

01 사무관리비 2,100 1,680 42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식비

2,100 1,680 420경정 2,100,000원

202 여비 9,000 7,200 1,800

01 국내여비 9,000 7,200 1,80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여비

9,000 7,200 1,800경정 9,000,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2,000 11,700 300

201 일반운영비 2,800 2,500 300

01 사무관리비 2,800 2,500 300

○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

1,300 1,000 300경정 1,300,000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125,244 128,244 △3,000

201 일반운영비 125,244 128,244 △3,000

01 사무관리비 54,434 55,434 △1,000

○ 체납고지서 제작 19,234 19,734 △500

- 엽서식(2폭) 17,400 17,820 △420

- 비연속식(A4) 1,834 1,914 △80

○ 체납고지서 출력비 27,800 28,200 △400

○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 투입비

6,500 6,600 △100

경정 17,400,000원

경정 1,834,000원

경정 27,800,000원

경정 6,500,000원

02 공공운영비 70,810 72,810 △2,000

○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0,810 72,810 △2,000

- 등기 5,300 5,310 △10

- 일반 65,510 67,500 △1,990

경정 5,300,000원

경정 65,510,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58,777 67,256 △8,479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957 1,276 △319

201 일반운영비 957 1,276 △319

01 사무관리비 957 1,276 △319

○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957 1,276 △319경정 957,000원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39,320 47,480 △8,160

201 일반운영비 30,120 38,280 △8,160

01 사무관리비 30,120 38,280 △8,160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30,120 38,280 △8,160

- 신용정보조회수수료 3,900 3,960 △60경정 3,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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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전자압류시스템사용료 13,820 17,820 △4,000

- 아이디사용료 5,500 6,600 △1,100

- 전자압류수수료 6,900 9,900 △3,000

경정 13,820,000원

경정 5,500,000원

경정 6,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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