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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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세무2과 411,755 425,682 △13,927

자주재원 확충 333,687 345,354 △11,667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20,701 121,909 △1,208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111,402 111,452 △50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세원발굴 업무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636 4,145 △509

201 일반운영비 3,636 4,145 △509

01 사무관리비 3,636 4,145 △509

○ 세정 홍보물 제작 3,636 4,145 △509

-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및 전단지

1,200 1,500 △300

- 입간판 제작 836 1,045 △209

경정 1,200,000원

경정 836,000원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1,935 1,995 △60

201 일반운영비 985 995 △10

01 사무관리비 985 995 △10

○ 지방세 관련도서 985 995 △10

- 지방세법 편람 795 805 △10경정 795,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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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인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분석 3,728 4,317 △589

201 일반운영비 3,728 4,317 △589

01 사무관리비 3,728 4,317 △589

○ 지방세 과오납 통지 서식 908 957 △49

○ 지방세 통계관련 서식 180 720 △540

- 지방세수입 일계전 바인더 180 720 △540

경정 908,000원

경정 180,000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48,220 154,829 △6,609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13,724 13,744 △20

201 일반운영비 4,724 4,744 △20

01 사무관리비 2,480 2,500 △20

○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 관리비

380 400 △20경정 380,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3,950 13,000 950

201 일반운영비 3,800 2,800 1,000

01 사무관리비 3,800 2,800 1,000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해제 수수료

1,000 0 1,0001,000원*1,000건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120,546 128,085 △7,539

201 일반운영비 120,546 128,085 △7,539

01 사무관리비 48,546 52,035 △3,489

○ 체납고지서 제작 19,251 20,625 △1,374

- 엽서식(2폭) 17,464 18,711 △1,247

- 비연속식(A4) 1,787 1,914 △127

○ 체납고지서 출력비 21,060 22,680 △1,620

○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 투입비

6,435 6,930 △495

경정 17,464,000원

경정 1,787,000원

경정 21,060,000원

경정 6,435,000원

02 공공운영비 72,000 76,050 △4,050

○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2,000 76,050 △4,050

- 일반 66,150 70,200 △4,050경정 66,150,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64,766 68,616 △3,850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41,490 45,340 △3,850

201 일반운영비 32,640 36,140 △3,500

01 사무관리비 32,640 36,140 △3,500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32,140 35,640 △3,500

- 전자압류수수료 6,400 9,900 △3,500경정 6,400,000원

303 포상금 8,850 9,200 △350

01 포상금 8,850 9,200 △350

○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6,650 7,000 △350경정 6,650,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78,068 80,328 △2,260

기본경비(세무2과) 78,068 80,328 △2,260

기본경비(세무2과) 78,068 80,328 △2,260

202 여비 55,340 57,600 △2,260

01 국내여비 55,340 57,600 △2,260

○ 직원 국내여비 55,340 57,600 △2,260경정 55,3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