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천원)

세무과 616,145 596,605 19,540

시              2,240

구            613,905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
원)

318,660 307,247 11,413

시              2,240

구            316,420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203,054 218,269 △15,215

시              2,240

구            200,814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 63,779 77,493 △13,714

201 일반운영비 63,779 60,886 2,893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OCR고지서 인쇄

      ·취등록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

      ·재산세(토지분) 고지서

      ·재산세(건물,주택분) 고지서

      ·면허세 고지서

      ·수시분 고지서(공통)

      ·자납분 고지서(공통)

      ·자동이체 고지서(공통)

    ○ 순백 전산용지

      ·과세내역서 및 대사리스트(B4)

      ·송달부(A4)

      ·각종신고서용 복사용지(A4)

    ○ 지방세 서면조사서 인쇄

    ○ 고지서 우송용 봉투제작

      ·일반봉투

29,386 1,89331,279

31,279

27,294

1,74087,000원*20박스

6,09070원*87,000건

5,04070원*72,000건

84070원*12,000건

 8,400  70원*120,000건

77070원*11,000건

1,30587,000원*15박스

60987,000원*7박스

 2,500  100원*5,000건*5회

2,385

 1,085  43,400원*25박스

40020,000원*20박스

 900  18,000원*50박스

5001,000원*500권

1,100

40040원*10,000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천원)

      ·창봉투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납세고지서 일반우송료

    ○ 납세고지서 등기우송료

70070원*10,000매

31,500 1,00032,500

32,500

23,750250원*95,000건

 8,750  1,750원*5,000건

세정운영 및 홍보 40,975 30,615 10,360

시              2,240

구             38,735

201 일반운영비 6,160 4,960 1,20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지방세종합홍보(안내)책자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문

    ○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 운영수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

      당

4,960 1,2006,160

3,360

 1,500  5,000원*300부*1종

 960  40원*8,000매*3회

 900  60,000원*3개*5회

2,800

 980  70,000원*7명*2회

 1,120  70,000원*8명*2회

 700  70,000원*5명*2회

202 여비 3,200 3,200 0

시              2,240

구                960

01  국내여비

  ◎ 세무담당공무원 국내연수

3,200 03,200

 3,200  3,200,000원*1회

시              2,240

구                960

203 업무추진비 2,500 2,5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세원발굴 시책업무추진비

2,500 02,500

 1,000  1,000,000원*1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천원)

  ◎ 세무조사 시책업무추진비

  ◎ 체납징수 시책업무추진비

 1,000  1,000,000원*1년

500500,000원*1년

301 일반보상금 50 50 0

12  기타보상금

  ◎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

50 050

505,000원*10명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8,535 19,425 9,11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19,425 9,11028,535

 19,500  19,500,000원

 3,400  3,400,000원

5,6355,635,000원

405 자산취득비 530 480 50

02  도서구입비

  ◎ 지방세 도서구입비

    ○ 지방세법 편람 구입

    ○ 지방세실무 및 세무조사실무 구입

480 50530

530

24535,000원*7권

 285  95,000원*3권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98,300 110,161 △11,861

101 인건비 14,884 20,205 △5,321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차휴가근로수당

    ○ 교통보조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20,205 △5,32114,884

14,884

10,08032,000원*10명*63일*50%

2,08032,000원*10명*13일*50%

 480  32,000원*10명*3일*50%

9453,000원*10명*63일*50%

1,299

61227,170,000원*4.5%*50%

34627,170,000원*2.54%*50%

 28  1,380,236원*4.05%*50%

17727,170,000원*1.3%*50%

13627,170,000원*1.0%*5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81,016 87,556 △6,54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백지 전산용지

      ·특성조사표(A4연속용지)

      ·결정조서(B4연속용지)

    ○ 결정통지문 인쇄

    ○ 개별주택가격 홍보문 인쇄

    ○ 홍보현수막 제작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자료 출력용지(A4)

      ·심의자료 제본

    ○ 검증수수료

      ·정기분(1.1기준)

      ·변동분(6.1기준)

      ·이의신청 및 가격정정

    ○ 미공시공동주택 조사,산정수수료

      ·아파트

      ·연립,다세대

    ○ 도면관리

      ·플로터(캐논W8400) 토너구입

      ·칼라레이저프린터기(글초롱950H) 토

        너구입

      ·출력용지(A0)

  ◎ 운영수당

    ○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급량비

    ○ 특근급식비

80,775 △3,56077,215

73,215

1,268

 400  20,000원*40박스*50%

 868  43,400원*40박스*50%

77070원*22,000건*50%

 440  40원*22,000매*50%

27060,000원*3개*3회*50%

295

 45  18,000원*5박스*50%

2505,000원*20권*5회*50%

66,160

 63,800  5,800원*22,000호*50%

5457,260원*150호*50%

 1,815  24,200원*150호*50%

622

 127  (55,000원*2동)+(16,500원*1단지)

 495  (33,000원*10동)+(16,500원*10단지)

3,390

 990  165,000원*6조*2회*50%

 2,000  250,000원*4조*4회*50%

40040,000원*20롤*50%

1,750

 1,750  70,000원*10명*5회*50%

2,250

2,2505,000원*5명*180일*5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천원)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결정통지문 일반우송료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 등기

      우송료

  ◎ 시설장비유지보수비

    ○ 도면관리프로그램(MapInfo) 유지보수

      비

6,781 △2,9803,801

2,901

 2,769  250원*22,150건*1회*50%

 132  1,750원*150건*50%

900

 900  (150,000원*12개월)*50%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 개별주택가격 조사

2,400 02,400

 2,400  20,000원*5명*4일*12개월*50%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115,606 88,978 26,628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5,111 4,403 708

201 일반운영비 3,111 4,403 △1,292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 자치구 증지제작 수수료

      ·고액권

      ·저액권

    ○ 납세편의시책 홍보물

    ○ 제서식 인쇄

      ·자금배정원부, 보조금관리부

      ·수입일계표

    ○ 자동이체수수료

  ◎ 운영수당

    ○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403 △1,2923,111

2,481

87087,000원*10박스

421

16427.32원*6,000매

25718.33원*14,000매

60040원*15,000매

490

 210  35,000원*2종*3권

28020원*2종*7,000매

10050원*2,000건

630

 630  70,000원*3명*3회

303 포상금 2,000 0 2,000

01  포상금

  ◎ 세외수입징수포상금(구세)

0 2,0002,000

2,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단위:천원)

    ○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 체납액 징수

 110  11,000,000원*1/100

 390  13,000,000원*3/100

 1,500  30,000,000원*5/100

체납세 징수 85,331 50,625 34,706

201 일반운영비 82,281 47,575 34,70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체납세고지서(우편발송용)

    ○ 체납세고지서(낱장-민원발급용)

    ○ 독촉고지서

    ○ 고지서우송용 봉투제작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체납,독촉고지서 일반우송료

    ○ 독촉고지서 등기우송료

    ○ 체납관련 안내문 일반우송료

    ○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등기우송료

8,325 16,95625,281

25,281

 14,000  70원*50,000건*4회

 1,131  87,000원*13박스

4,55070원*65,000건

5,60070원*80,000매

39,250 17,75057,000

57,000

 40,000  250원*160,000건

 3,500  1,750원*2,000건

 10,000  250원*40,000건

 3,500  1,750원*2,000건

303 포상금 3,050 3,050 0

01  포상금

  ◎ 체납세 징수포상금(구세)

    ○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 체납액 징수

3,050 03,050

3,050

 1,100  110,000,000원*1/100

 1,200  40,000,000원*3/100

 750  15,000,000원*5/100

체납처분 활동강화 25,164 33,950 △8,786

201 일반운영비 9,324 14,020 △4,69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2,700 △4,8167,884

7,88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단위:천원)

    ○ 백봉합고지서

    ○ 체납세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 부동산 공매감정수수료

    ○ 금융거래정보 조회수수료

    ○ 부동산압류 및 말소촉탁 등기신청 수

      수료

02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보수비

    ○ 휴대용체납조회기(PDA) 유지보수비

1,04458,000원*18박스

 240  60,000원*2개*2회

3,000200,000원*15건

 600  2,000원*300건

 3,000  2,000원*1,500건

1,320 1201,440

1,440

 1,440  120,000원*12월

202 여비 15,840 18,480 △2,640

02  월액여비

  ◎ 체납세징수활동 월액여비

18,480 △2,64015,840

 15,840  220,000원*6명*12월

행정운영경비(세무과)(기타/기타) 297,485 289,358 8,127

인력운영비 176,888 185,055 △8,167

인건비 176,888 185,055 △8,167

101 인건비 117,788 123,435 △5,647

02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기능8급)

    ○ 9급(기능9급)

123,435 △5,647117,788

117,788

3,5279,796원*30시간*1명*12월

20,9478,312원*30시간*7명*12월

51,0067,457원*30시간*19명*12월

 33,678  6,682원*30시간*14명*12월

8,6305,993원*30시간*4명*12월

203 업무추진비 5,100 5,220 △12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 △1205,100

 5,100  (350,000원*12월)+(5,000원*15명*12월)

204 직무수행경비 54,000 56,400 △2,4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세무업무수행활동비

56,400 △2,40054,000

54,000100,000원*45명*12월

기본경비 120,597 104,303 16,29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기본경비 120,597 104,303 16,294

201 일반운영비 26,997 27,503 △50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 전산소모품 구입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팩스기(CF550S,CF560G) 토너

      ·디지털복사기(DF314) 토너

      ·민원인용복사기(DA604) 토너

      ·기타전산관련소모품

  ◎ 특근급식비

26,981 1626,997

16,197

 10,656

  ((20,000원*45명*1년)+(23,000원*45명*12월

  ))*0.8

5,541

 3,240  180,000원*9대*2회

 400  100,000원*2대*2회

 555  185,000원*1대*3회

 146  73,000원*1대*2회

1,200100,000원*12월

10,800(5,000원*45명*5식*12월)*0.8

202 여비 93,600 76,800 16,800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

76,800 16,80093,600

 93,600  20,000원*10일*39명*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