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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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세무2과 466,365 479,126 △12,761

자주재원 확충 358,065 369,446 △11,381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131,336 133,166 △1,830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113,106 113,331 △225

201 일반운영비 112,156 112,331 △175

01 사무관리비 26,153 26,328 △175

○ 지방세 고지서 제작 13,734 13,830 △96

- 수시분 고지서 909 957 △48

- 신고납부 고지서 909 957 △48

○ 고지서 발송용 봉투 1,496 1,575 △79

- 창봉투 1,026 1,080 △54

- 일반봉투 470 495 △25

경정 909,000원

경정 909,000원

경정 1,026,000원

경정 470,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 세원발굴 업무추진 950 1,000 △50경정 950,000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9,515 10,265 △750

201 일반운영비 9,515 10,265 △750

01 사무관리비 9,515 10,265 △750

○ 세정 홍보물 제작 9,515 10,265 △750

- 지방세 홍보안내문 및 전단지

1,250 1,500 △250

- 게시용 현수막 제작 2,280 2,400 △120

- 차량용 현수막 제작 4,940 5,320 △380

경정 1,250,000원

경정 2,280,000원

경정 4,940,000원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2,350 2,500 △150

201 일반운영비 1,400 1,500 △100

01 사무관리비 1,400 1,500 △100

○ 지방세 관련도서 1,400 1,500 △100

- 지방세 편람 1,200 1,300 △100경정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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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5 7,070 △705

201 일반운영비 6,365 7,070 △705

01 사무관리비 6,365 7,070 △705

○ 지방세 환급금 통지 서식 1,071 1,276 △205

○ 지방세 수기분 온라인 납부 수수료

500 1,000 △500

경정 1,071,000원

경정 500,000원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155,846 161,114 △5,26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14,574 14,824 △250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4,494 4,744 △250

01 사무관리비 2,195 2,500 △305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식비

1,995 2,100 △105

○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비

200 400 △200

경정 1,995,000원

경정 200,000원

02 공공운영비 2,299 2,244 55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통신료

2,299 2,244 55경정 2,299,000원

원활한 체납처분 활동 지원 16,150 17,500 △1,350

201 일반운영비 4,000 5,300 △1,300

01 사무관리비 4,000 5,300 △1,300

○ 공매재산 감정료 및 수수료

2,500 3,000 △500

○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

1,000 1,300 △300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해제 수수료

500 1,000 △500

경정 2,500,000원

경정 1,000,000원

경정 500,000원

203 업무추진비 950 1,000 △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 1,0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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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125,122 128,790 △3,668

201 일반운영비 125,122 128,790 △3,668

01 사무관리비 49,072 52,740 △3,668

○ 체납고지서 제작 18,563 20,625 △2,062

- 엽서식(2폭) 16,840 18,711 △1,871

- 비연속식(A4) 1,723 1,914 △191

○ 체납고지서 출력비 22,059 23,220 △1,161

○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 투입비

6,740 7,095 △355

○ 체납고지서 봉투 제작비 1,710 1,800 △90

경정 16,840,000원

경정 1,723,000원

경정 22,059,000원

경정 6,740,000원

경정 1,710,000원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70,883 75,166 △4,283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212 1,276 △64

201 일반운영비 1,212 1,276 △64

01 사무관리비 1,212 1,276 △64

○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제작

1,212 1,276 △64경정 1,212,000원

능동적인 체납 정리활동 유도 44,921 49,140 △4,219

201 일반운영비 31,961 36,140 △4,179

01 사무관리비 31,961 36,140 △4,179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31,461 35,640 △4,179



부서: 세무2과

정책: 자주재원 확충

단위: 구 세외수입 징수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신용정보조회수수료 3,762 3,960 △198

- 전자압류시스템사용료 16,083 17,820 △1,737

- 아이디사용료 5,016 5,280 △264

- 전자압류수수료 6,600 8,580 △1,980

경정 3,762,000원

경정 16,083,000원

경정 5,016,000원

경정 6,600,000원

203 업무추진비 760 800 △4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 800 △40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760 800 △40경정 760,000원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108,300 109,680 △1,380

기본경비(세무2과) 108,300 109,680 △1,380

기본경비(세무2과) 108,300 109,680 △1,380

201 일반운영비 23,190 24,360 △1,170

01 사무관리비 22,230 23,400 △1,170

○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1,856 12,480 △624

○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10,374 10,920 △546

경정 11,856,000원

경정 10,374,000원

203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0 4,200 △21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0 4,200 △210경정 3,9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