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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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세무1과 325,504 332,982 △7,478

자주재원확충 252,503 258,918 △6,415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68,901 170,922 △2,021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92,220 93,263 △1,043

201 일반운영비 92,220 93,263 △1,043

01 사무관리비 19,820 20,863 △1,043

○ 고지서 제작 10,840 11,593 △753

- 재산세 납세고지서 9,054 9,360 △306

- 취득·등록면허세 신고납부고지서

1,276 1,595 △319

- 수시분 납세고지서 510 638 △128

○ 고지서 출력 8,300 8,580 △280

- 재산세 납세고지서 8,300 8,580 △280

○ 고지서 발송용 봉투 680 690 △10

- 일반봉투 320 330 △10

경정 9,054,000원

경정 1,276,000원

경정 510,000원

경정 8,300,000원

경정 320,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20,894 21,211 △317

201 일반운영비 20,894 21,211 △317

01 사무관리비 3,644 3,961 △317

○ 독촉고지서 제작 1,732 1,975 △243

- 엽서식(2폭) 1,158 1,337 △179

- 비연속식(A4) 574 638 △64

○ 독촉고지서 출력 1,314 1,386 △72

○ 대법원 전자촉탁등기 수수료

598 600 △2

경정 1,158,000원

경정 574,000원

경정 1,314,000원

경정 598,000원

지방세정 운영 및 홍보 52,937 53,448 △511

201 일반운영비 5,864 6,325 △461

01 사무관리비 4,439 4,825 △386

○ 지방세관련 도서 820 925 △105

- 지방세법 편람 630 735 △105

○ 세정 홍보물 제작 3,619 3,900 △281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리플렛

990 1,000 △10

-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1,400 1,500 △100

-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 800 960 △160

- 재산세 납부 홍보 입간판 429 440 △11

경정 630,000원

경정 990,000원

경정 1,400,000원

경정 800,000원

경정 429,000원

03 행사운영비 1,425 1,500 △75

○ 부산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운영

1,425 1,500 △75경정 1,425,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부서: 세무1과

정책: 자주재원확충

단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적극적인 세원발굴 2,850 3,000 △150

202 여비 950 1,000 △50

01 국내여비 950 1,000 △50

○ 세무조사 여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세원발굴 업무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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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02 87,996 △4,394

전문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50,850 53,526 △2,676

201 일반운영비 50,850 53,526 △2,676

01 사무관리비 50,850 53,526 △2,676

○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50,850 53,526 △2,676

- 산정가격검증 47,484 50,160 △2,676경정 47,484,000원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조사 32,752 34,470 △1,718

101 인건비 18,835 19,826 △99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35 19,826 △991

○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18,835 19,826 △991

- 인건비 17,080 18,071 △991경정 17,080,000원

201 일반운영비 11,517 12,124 △607

01 사무관리비 10,748 11,314 △566

○ 개별주택가격조사 8,298 8,864 △566

- 주택가격현황도면 구축 2,640 2,860 △220

-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

2,654 3,000 △346

경정 2,640,000원

경정 2,654,000원

02 공공운영비 769 810 △41

○ 개별주택가격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769 810 △41경정 769,000원

202 여비 2,400 2,520 △120

01 국내여비 2,400 2,520 △120

○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2,400 2,520 △120경정 2,400,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1과) 73,001 74,064 △1,063

기본경비(세무1과) 73,001 74,064 △1,063

기본경비(세무1과) 73,001 74,064 △1,063

201 일반운영비 16,211 17,064 △853



부서: 세무1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1과)

단위: 기본경비(세무1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5,299 16,104 △805

○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0,000 10,560 △560

○ 부서기본업무수행 급식비 5,299 5,544 △245

경정 10,000,000원

경정 5,299,000원

02 공공운영비 912 960 △48

○ 전산장비 유지비 912 960 △48경정 912,000원

203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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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