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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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정과 1,144,852 1,081,191 63,661

자체 재원 관리 1,015,291 910,115 105,176

자주재원 확보 1,015,291 910,115 105,176

공평과세 부과 512,572 385,266 127,306

101 인건비 62,603 55,761 6,84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603 55,761 6,842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사역인부 22,656

― 인부임 17,280

― 간식비 1,536

― 주휴수당 3,240

― 교통비 600

○차량 취등록세 사역인부 15,966

― 인부임 11,880

― 간식비 1,056

― 주휴수당 2,430

― 교통비 600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18,792

― 인부임 14,985

― 간식비 1,332

― 주휴수당 2,025

― 교통비 450

○지방세 비과세, 자동차세, 토지.가옥 인부 보

험료 5,189

― 국민연금 부담금 1,987

― 건강보험료 부담금 1,343

― 고용보험료 부담금 663

― 산재보험료 부담금 1,10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88

45,000원*6명*64일

2,000원*6명*64일*2회

45,000원*6명*12일

50,000원*6명*2회

45,000원*6명*44일

2,000원*6명*44일*2회

45,000원*6명*9일

50,000원*6명*2회

45,000원*9명*37일

2,000원*9명*37일*2회

45,000원*9명*5일

50,000원*9명*1회

44,145,000원*4.5%

44,145,000원*3.04%

44,145,000원*1.5%

44,145,000원*2.508%

1,343,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240,936 202,752 38,184

01 사무관리비 105,093 90,258 14,835

○일반수용비 8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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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5

ㆍ등록세 고지서 3,580

237,000원*8대*3회

1,800,000원*12월

500원*40,000건

50원*135,000건

37,290원*8박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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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세액계산서 2,112

ㆍ정기분 납세고지서 8,616

ㆍ자진납부 고지서 3,580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5,147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200

― 면허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재산세, 자동차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1,200

― 주민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300

― 맞춤형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리후렛 제작

3,000

○운영수당 1,8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0

○가상계좌 백업시스템 S/W 구입 11,000

○가상계좌 서버 운영체제 교체 및 DBMS 업그레

이드 10,000

44,000원*4박스*12월

39,160원*220박스

37,290원*8박스*12월

42,890원*120박스

100,000원*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6개소*2종*2회

50,000원*6개소

200원*15,000매

70,000원*6명*2회

70,000원*7명*2회

02 공공운영비 135,843 112,494 23,349

○공공요금 및 제세 108,000

―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

54,000

― 지방세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54,000

○시설장비유지비 17,710

― 대형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6,270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1,440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0,133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9,053

― 데이터(DB)암호화 운영 1,080

2,700원*20,000건

270원*200,000건

114,000,000원*5%*1.1

11,440,000원*1식

9,053,000원*1식

1,080,000원*1식

202 여비 45,965 0 45,965

01 국내여비 45,965 0 45,965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

45,965273,600원*14명*12월

204 직무수행경비 61,200 57,600 3,600

03 특정업무경비 61,200 57,600 3,600

○세무담당공무원 61,200100,000원*51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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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1,790 5,790 △4,000

11 기타보상금 1,790 5,790 △4,000

○축산기업 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교부

금 300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490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1,000

6,000,000원*5%

700원*700명

100,000원*10명

303 포상금 5,000 5,000 0

01 포상금 5,000 5,000 0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3,000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

2,000

30,000,000원*5%*2회

40,000,000원*5%*1회

306 출연금 12,831 13,026 △195

01 출연금 12,831 13,026 △19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831보통세 결산액 85,539,942,000원*0.01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247 32,337 29,91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2,247 32,337 29,910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747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6,042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13,405

― 과세통합시스템 운영(wetax)

1,300

○지방세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운영

11,500

36,042,000원*1회

13,405,000원*1회

1,300,000원*1회

11,500,000원*1회

405 자산취득비 20,000 0 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가상계좌 백업시스템 구입 20,000

납세편의 증진 18,780 32,420 △13,640

201 일반운영비 18,780 23,780 △5,000

01 사무관리비 18,780 23,780 △5,000

○일반수용비 17,660

―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5,000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2,000

―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단말기 사용수수료

660

○운영수당 1,1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1,120

100원*50,000건

80원*150,000건

11,000원*5대*12월

70,000원*8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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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납관리 철저 284,306 302,639 △18,333

101 인건비 16,134 15,619 51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134 15,619 515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 16,134

― 기본급 11,340

― 간식비 1,004

― 주휴수당 2,340

― 교통비 600

― 명절휴가비 400

― 연차수당 450

45,000원*1명*252일

2,000원*251일*1명*2회

45,000원*1명*52일

50,000원*1명*12월

200,000원*2회

45,000원*10일

201 일반운영비 134,696 140,204 △5,508

01 사무관리비 28,436 29,258 △822

○일반수용비 28,436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소) 제작

2,000

― 독촉고지서 구입 6,178

― 봉함용 독촉고지서 구입

6,178

― 지방세 체납업무 추진 수수료 11,300

ㆍ재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2,880

ㆍ등기발급 수수료 720

ㆍ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수수료

4,700

ㆍ채권압류 및 해제 수수료

3,000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구 및 수선비

480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우송료

1,400

―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훼손볼트구입비

900

50,000원*20개소*2회

42,900원*12박스*12월

42,900원*12박스*12월

2,000원*60건*2회*12월

1,200원*50건*12월

470,000원*10대

3,000원*1,000건

20,000원*24조

2,000원*350건*2회

10,000원*90대

02 공공운영비 106,260 110,946 △4,686

○공공요금 및 제세 100,980

―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

편료 54,000

―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42,120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

서 발송 등기우편료 4,860

○시설장비유지비 5,280

―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5,280

270원*200,000건

2,700원*1,300통*12월

2,700원*150건*12월

440,000원*12월

202 여비 54,816 82,656 △2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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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54,816 82,656 △27,840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38,400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

16,416

20,000원*20명*8회*12월

273,600원*5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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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35,500 △5,500

01 포상금 30,000 35,500 △5,50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금 15,000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0

5,000원*3,000대

1,500,000,000원*1/1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960 25,960 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960 25,960 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3,960

○실시간 예금압류 전자관리시스템 운영

22,000

330,000원*12월

22,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20,000 0 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체납차량 영치 노후장비 교체 20,000

― 휴대용 단속단말기(PDA) 교체

20,0002,000,000원*10대

세외수입 확충 57,422 58,194 △772

201 일반운영비 15,872 15,872 0

01 사무관리비 15,872 15,872 0

○일반수용비 15,872

― 인증기 수선비 2,112

― 인증기 소모품 구입 12,000

―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1,760

220,000원*24대*40%

500,000원*24대

44,000원*40박스

303 포상금 5,250 9,222 △3,972

01 포상금 5,250 9,222 △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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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500 26,500 1,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7,500 26,500 1,000

- 5 -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27,50027,500,000원*1회

405 자산취득비 8,800 6,600 2,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 6,600 2,200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8,8002,200,000원*4대

개별주택가격조사 142,211 131,596 10,615

101 인건비 43,998 39,209 4,78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998 39,209 4,789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40,227

― 인부임 32,085

― 간식비 2,852

― 주휴수당 4,140

― 교통비 1,150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 보험료 3,771

― 국민연금 부담금 1,444

― 건강보험료 부담금 976

― 고용보험료 부담금 482

― 산재보험료 부담금 80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64

45,000원*1명*23개동*31일

2,000원*23명*31일*2회

45,000원*23명*4일

50,000원*23명*1월

32,085,000원*4.5%

32,085,000원*3.04%

32,085,000원*1.5%

32,085,000원*2.508%

976,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94,613 88,787 5,826

01 사무관리비 91,193 85,925 5,268

○일반수용비 85,453

―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2,200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7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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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복사용지 구입

1,200

―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1,2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

작 1,000

― 개별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도면 구입

1,000

― 칼라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2,880

200,000원*11개동

6,098원*23,000호*50%

7,620원*100호*50%

25,410원*100호*50%

4,000원*150권

29,700원*20박스

100원*30,000매

20,000원*5박스*12월

60,000원*20박스

50,000원*10개소*2회

250,000원*4권

960,000원*1대*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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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운영수당 3,64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0

○급량비 2,1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매식비

2,100

70,000원*6명*2회

70,000원*10명*4회

7,000원*3명*10회*10월

02 공공운영비 3,420 2,862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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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561 171,076 △41,515

기본경비(세정과) 129,561 171,076 △41,515

기본경비(세정과) 129,561 171,076 △41,515

201 일반운영비 65,127 68,892 △3,765

01 사무관리비 65,127 68,892 △3,765

○일반수용비 35,139

― 기본사무용품비 5,100

― 복사기 유지관리 4,800

― 복사용지 구입 7,20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17,775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264

○급량비 29,988

―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21,420

―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8,568

100,000원*51명

400,000원*2대*6회

20,000원*30박스*12월

237,000원*15대*5회

22,000원*12월

7,000원*51명*5회*12월

7,000원*51명*2회*12월

202 여비 59,520 91,892 △32,372

01 국내여비 59,520 91,892 △32,372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59,52020,000원*31명*8회*12월

203 업무추진비 4,914 4,752 162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14 4,75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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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정과 4,914455,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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