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정과 1,124,187 1,244,258 △120,071

자체 재원 관리 990,098 1,112,089 △121,991

자주재원 확보 990,098 1,112,089 △121,991

공평과세 부과 461,468 443,279 18,189

101 인건비 45,526 40,706 4,8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526 40,706 4,820

○차량 취등록세 사역인부 19,241

― 인부임 13,779

― 간식비 1,056

― 생활임금보전수당 987

― 주휴수당 2,819

― 교통비 600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22,621

― 인부임 17,380

― 간식비 1,332

― 생활임금보전수당 1,110

― 주휴수당 2,349

― 교통비 450

○차량 취등록세,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

부 보험료 3,664

― 국민연금 부담금 1,403

― 건강보험료 부담금 948

― 고용보험료 부담금 468

― 산재보험료 부담금 78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63

52,190원*6명*44일

2,000원*6명*44일*2회

82,180원*6명*2월

52,190원*6명*9일

50,000원*6명*2회

52,190원*9명*37일

2,000원*9명*37일*2회

82,180원*9명*1.5월

52,190원*9명*5일

50,000원*9명*1회

31,157,000원*4.5%

31,157,000원*3.04%

31,157,000원*1.5%

31,157,000원*2.508%

947,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222,037 213,385 8,652

01 사무관리비 89,511 85,111 4,400

○일반수용비 87,291

― OCR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고지서 출

력용) 5,688

―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토너 등 9종) 21,600

―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통장위탁)

20,000

―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6,750

―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용지 구입 27,053

ㆍ등록면허세(등록분) 고지서

4,478

ㆍ세액계산서 2,239

ㆍ정기분 납세고지서 10,261

237,000원*8대*3회

1,800,000원*12월

500원*40,000건

50원*135,000건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4박스*12월

46,640원*220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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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자진납부 고지서 4,478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5,597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200

― 면허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재산세, 자동차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1,200

― 주민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300

―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홍보 등 안내문 제작

2,00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안내 리후

렛 제작 2,000

○피복비 400

― 세무민원 창구 직원 피복비

400

○운영수당 1,8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0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120박스

100,000원*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6개소*2종*2회

50,000원*6개소

200원*10,000매

200원*10,000매

100,000원*2명*2회

70,000원*6명*2회

70,000원*7명*2회

02 공공운영비 132,526 128,274 4,252

○공공요금 및 제세 98,050

―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

54,040

― 지방세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44,010

○시설장비유지비 19,224

― 대형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6,270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2,954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2,516

○세입통합 간편납부(ARS)시스템 유지보수

2,736

1,930원*28,000건

270원*163,000건

114,000,000원*5%*1.1

235,515,280원*5%*1.1

1,043,000원*12월

683,800원*4개월*1식

202 여비 50,805 49,859 946

01 국내여비 50,805 49,859 946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

37,944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추진 여비

1,687

○지방세 세목별 각종 연찬회 및 포럼 참석

3,795

210,800원*15명*12월

210,800원*2명*4회

210,800원*3명*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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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3,373

○전남도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회 참석

4,006

210,800원*2명*8월

210,800원*19명*1회

204 직무수행경비 62,400 62,400 0

03 특정업무경비 62,400 62,400 0

○세무담당공무원 62,400100,000원*52명*12월

301 일반보상금 1,490 1,790 △300

11 기타보상금 1,490 1,790 △300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490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1,000

700원*700명

100,000원*10명

303 포상금 7,000 7,000 0

01 포상금 7,000 7,000 0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000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

3,000

40,000,000원*5%*2회

60,000,000원*5%*1회

306 출연금 14,122 13,330 792

01 출연금 14,122 13,330 79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122보통세 결산액 94,141,135,000원*0.015%

308 자치단체등이전 58,088 54,809 3,279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8,088 54,809 3,279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8,088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7,871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18,349

―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868

37,871,000원*1식

18,349,000원*1식

1,868,000원*1식

납세편의 증진 35,229 185,780 △150,551

201 일반운영비 30,548 18,780 11,768

01 사무관리비 30,548 18,780 11,768

○일반수용비 25,428

―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200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3,600

―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단말기 사용수수료

660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전화사용료

4,272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문자(SMS)사용료

396

80원*40,000건

80원*170,000건

11,000원*5대*12월

356원*12,000건

16.5원*2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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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신용카드 수수료

3,300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등 제작

4,000

○운영수당 1,1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1,120

220원*15,000건

200원*20,000매

70,000원*8명*2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81 0 1,681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681 0 1,68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1,6811,681,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3,000 167,000 △16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167,000 △164,000

○행정사무용 의자 구입 3,000100,000원*30개

체납관리 철저 282,173 280,204 1,969

101 인건비 19,102 17,072 2,03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02 17,072 2,030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 19,102

― 기본급 12,891

― 간식비 988

― 생활임금보전수당 987

― 주휴수당 2,714

― 교통비 600

― 명절휴가비 400

― 연차수당 522

52,190원*1명*247일

2,000원*247일*1명*2회

82,180원*1명*12월

52,190원*1명*52일

50,000원*1명*12월

200,000원*2회

52,190원*10일

201 일반운영비 138,854 139,414 △560

01 사무관리비 31,864 33,154 △1,290

○일반수용비 31,864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소) 제작

2,000

― 독촉고지서 구입 6,717

― 봉함용 독촉고지서 구입

6,717

― 지방세 체납업무 추진 수수료 13,650

ㆍ재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2,880

ㆍ등기발급 수수료 720

ㆍ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수수료

7,050

ㆍ채권압류 및 해제 수수료

3,000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구 및 수선비

480

50,000원*20개소*2회

46,640원*12박스*12월

46,640원*12박스*12월

2,000원*60건*2회*12월

1,200원*50건*12월

470,000원*15대

3,000원*1,000건

20,000원*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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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우송료

1,400

―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훼손볼트구입비

900

2,000원*350건*2회

10,000원*90대

02 공공운영비 106,990 106,260 730

○공공요금 및 제세 101,710

―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

편료 54,000

―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42,846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

서 발송 등기우편료 4,864

○시설장비유지비 5,280

―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5,280

270원*200,000건

1,930원*1,850통*12월

1,930원*210건*12월

440,000원*12월

202 여비 60,557 60,058 499

01 국내여비 60,557 60,058 499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40,320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 20,237

20,000원*21명*8회*12월

210,800원*8명*12월

301 일반보상금 2,700 2,700 0

11 기타보상금 2,700 2,700 0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 2,700

―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 보상비

2,700270,000원*10대

303 포상금 35,000 35,000 0

01 포상금 35,000 35,000 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금 15,000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0

5,000원*3,000대

2,000,000,000원*1/1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5,960 25,960 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5,960 25,960 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3,960

○실시간 예금압류 전자관리시스템 운영

22,000

330,000원*12월

22,000,000원*1식

세외수입 확충 57,028 56,578 450

201 일반운영비 15,978 15,978 0

01 사무관리비 15,978 15,978 0

○일반수용비 15,978

― 인증기 수선비 2,112

― 인증기 소모품 구입 12,000

220,000원*24대*40%

500,000원*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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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1,86646,640원*40박스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0

11 기타보상금 1,000 1,000 0

○세외수입 증대 제안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0001,000,000원*1식

303 포상금 5,250 5,250 0

01 포상금 5,250 5,250 0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250

○타 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 4,000

500,000,000원*1/20*5%

40,000,000원*10%

308 자치단체등이전 26,000 25,550 45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6,000 25,550 45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26,00026,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8,800 8,8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 8,800 0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8,8002,200,000원*4대

개별주택가격조사 154,200 146,248 7,952

101 인건비 53,227 47,235 5,99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227 47,235 5,992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48,852

― 인부임 37,212

― 간식비 2,852

― 생활임금보전수당 2,836

― 주휴수당 4,802

― 교통비 1,150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 보험료 4,375

― 국민연금 부담금 1,675

― 건강보험료 부담금 1,132

― 고용보험료 부담금 559

― 산재보험료 부담금 934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75

52,190원*1명*23개동*31일

2,000원*23명*31일*2회

82,180원*23명*1.5월

52,190원*23명*4일

50,000원*23명*1월

37,211,000원*4.5%

37,211,000원*3.04%

37,211,000원*1.5%

37,211,000원*2.508%

1,132,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97,373 95,413 1,960

01 사무관리비 93,953 91,993 1,960

○일반수용비 88,213

―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2,200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70,127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960

200,000원*11개동

6,098원*23,000호*50%

70,000원*28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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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분 검증수수료

381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1,271

― 개별주택가격 조서 및 특성조사표 바인더

구입 600

― 개별주택가격 조서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

594

―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발간 3,300

―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복사용지 구입

1,200

―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1,2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

작 1,500

― 개별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도면 구입

1,000

― 칼라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2,880

○운영수당 3,64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0

○급량비 2,1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매식비

2,100

7,620원*100호*50%

25,410원*100호*50%

4,000원*150권

29,700원*20박스

110원*30,000매

20,000원*5박스*12월

60,000원*20박스

50,000원*15개소*2회

250,000원*4권

960,000원*1대*3회

70,000원*6명*2회

70,000원*10명*4회

7,000원*3명*10회*10월

02 공공운영비 3,420 3,420 0

○공공요금 및 제세 1,620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결과 통

지문 발송 등기우편료 1,620

○시설장비유지비 1,800

―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1,800

2,700원*600건

1,800,000원*1식

202 여비 3,600 3,600 0

01 국내여비 3,600 3,600 0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3,60020,000원*3명*5일*12월

행정운영경비(세정과) 134,089 132,169 1,920

기본경비(세정과) 134,089 132,169 1,920

기본경비(세정과) 134,089 132,169 1,920

201 일반운영비 65,815 65,815 0

01 사무관리비 65,815 65,815 0

○일반수용비 35,239

― 기본사무용품비 5,200100,000원*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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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복사기 유지관리 4,800

― 복사용지 구입 7,2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17,775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264

○급량비 30,576

―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21,840

―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8,736

400,000원*2대*6회

20,000원*30박스*12월

237,000원*15대*5회

22,000원*12월

7,000원*52명*5회*12월

7,000원*52명*2회*12월

202 여비 63,360 61,440 1,920

01 국내여비 63,360 61,440 1,920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63,36020,000원*33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4,914 4,914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14 4,914 0

○세정과 4,914455,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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