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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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정과 1,374,780 1,490,800 △116,020

국 113,050

시 1,261,730

자체 재원 관리 1,252,784 1,364,236 △111,452

국 113,050

시 1,139,734

자주재원 확보 1,252,784 1,364,236 △111,452

국 113,050

시 1,139,734

공평과세 부과 564,031 600,082 △36,051

101 인건비 39,533 38,502 1,03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533 38,502 1,031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31,483

― 인부임 24,183

― 간식비 660

― 생활임금보전수당 1,493

― 주휴수당 4,397

― 교통비 750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보험료 3,395

― 국민연금 부담금 1,388

― 건강보험료 부담금 1,078

― 고용보험료 부담금 509

― 산재보험료 부담금 2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33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4,200

― 인부임 3,225

― 간식비 88

― 생활임금보전수당 200

― 주휴수당 587

― 교통비 100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보험료 455

― 국민연금 부담금 186

― 건강보험료 부담금 144

― 고용보험료 부담금 68

― 산재보험료 부담금 3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8

73,280원*3명*110일

2,000원*3명*110일

99,520원*3명*5월

73,280원*3명*20일

50,000원*3명*5월

30,823,000원*4.5%

30,823,000원*3.495%

30,823,000원*1.65%

30,823,000원*0.929%

1,078,000원*12.27%

73,280원*2명*22일

2,000원*2명*22일

99,520원*2명*1월

73,280원*2명*4일

50,000원*2명*1월

4,112,000원*4.5%

4,112,000원*3.495%

4,112,000원*1.65%

4,112,000원*0.929%

144,000원*12.27%

201 일반운영비 248,121 241,471 6,650

01 사무관리비 88,388 88,088 300

○일반수용비 86,568

― OCR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고지서 출

력용) 5,688237,000원*8대*3회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토너 등 9종) 21,600

― 전산자료백업용 LTO 테입구입

2,700

―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6,750

―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용지 구입 31,470

ㆍ등록면허세(등록분) 고지서

2,498

ㆍ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ㆍ모두채움신고납

부서 1,499

ㆍ세외수입 전산고지서 1,998

ㆍ정기분 납세고지서 10,989

ㆍ자진납부 고지서(취득세등)

2,498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4,995

ㆍ독촉고지서 구입 6,993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200

― 면허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자동차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1,000

― 재산세 납부안내 플래카드제작

1,000

―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안내문 제작

2,000

― 주민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2,000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리플릿 등 제작

4,000

― 취득세(부동산) 신고 및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 2,000

― 장애인,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추징안

내 리플릿 제작 2,000

― 지방소득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소모품 등

구입 500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2,660

ㆍ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설치비

2,000

ㆍ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운영비

660

○운영수당 1,8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1,800,000원*12월

270,000원*10개

50원*135,000건

49,950원*50박스

49,950원*30박스

49,950원*40박스

49,950원*220박스

49,950원*50박스

49,950원*100박스

49,950원*140박스

100,000원*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10개소*2회

50,000원*10개소*2회

200원*5,000매*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10개소*4회

200원*20,000부

200원*10,000매

400원*5,000매

500,000원*1회

2,000,000원*1월

5,000원*6명*22일

70,000원*6명*2회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070,000원*7명*2회

02 공공운영비 159,733 153,383 6,350

○공공요금 및 제세 143,630

―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

37,200

― 지방세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86,000

―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모두채움신고납

부서 발송 일반우편료 15,050

―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국세통신망 이용

통신비 5,380

○시설장비유지비 2,975

― 지방세 고속프린터(봉합기) 유지보수비

2,975

○지방세(전자고지,백업,관리서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4,188

○세입통합 간편납부(ARS)시스템 유지보수

8,940

2,480원*15,000건

430원*200,000건

430원*35,000건

2,690,000원*2월

59,500,000원*5%

349,000원*12월

745,000원*12월

202 여비 30,300 30,000 300

01 국내여비 30,300 30,000 300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 18,000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추진 여비

1,800

○지방세 세목별 각종 연찬회 및 포럼 참석

4,200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1,500

○전남도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회 참석

3,000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업무추진 여비

1,800

150,000원*15명*8회

150,000원*3명*4회

150,000원*4명*7회

150,000원*2명*5회

150,000원*20명*1회

150,000원*3명*4회

204 직무수행경비 51,840 54,000 △2,160

03 특정업무경비 51,840 54,000 △2,160

○세무담당공무원 51,840100,000원*48명*12월*90%

301 일반보전금 640 640 0

12 기타보상금 640 640 0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140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500

700원*200명

100,000원*5명

303 포상금 7,000 7,000 0

01 포상금 7,000 7,000 0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00040,000,000원*2회*5%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

3,00060,000,000원*1회*5%

306 출연금 16,409 14,289 2,120

01 출연금 16,409 14,289 2,12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409보통세 결산액 136,735,159,000원*0.012%

308 자치단체등이전 60,100 60,345 △245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100 60,345 △24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2단계)

2,036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8,064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3,409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23,313

―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342

2,036,000원*1식

33,409,000원*1식

23,313,000원*1식

1,342,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0,088 153,835 △43,747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0,088 153,835 △43,747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3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10,088110,088,000원*1식

납세편의 증진 40,678 40,678 0

201 일반운영비 40,678 40,678 0

01 사무관리비 40,678 40,678 0

○일반수용비 31,678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7,000

― 지방세 전자고지 사용료(연)

4,510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전화사용료

4,272

―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2,200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문자(SMS)사용료

396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신용카드 수납대행

수수료 3,300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릿 등 제작

4,000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리플릿 등 제작

4,000

○운영수당 1,000

―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 1,000

100원*170,000건

4,510,000원*1회

356원*12,000건

220원*10,000건

16.5원*24,000건

220원*15,000건

200원*20,000매

200원*20,000매

100,000원*10회

체납관리 철저 311,077 306,511 4,566

201 일반운영비 235,127 226,001 9,126

01 사무관리비 35,147 35,147 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35,147

―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소) 제작

2,000

― 체납액 납부 안내문 구입

6,717

― 지방세 체납업무 추진 수수료 13,650

ㆍ부동산 경(공)매 정보 열람 수수료

2,880

ㆍ등기발급 수수료 720

ㆍ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수수료

7,050

ㆍ채권압류 및 해제 수수료

3,000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구 및 수선비

480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수수료

1,400

―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훼손볼트구입비

900

― 실시간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

10,000

50,000원*20개소*2회

46,640원*12박스*12월

2,000원*60건*2회*12월

1,200원*50건*12월

470,000원*15건

3,000원*1,000건

20,000원*24조

2,000원*350건*2회

10,000원*90대

10,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99,980 190,854 9,126

○공공요금 및 제세 188,100

―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

편료 107,500

―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74,400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

서 발송 등기우편료 6,200

○시설장비유지비 11,880

― 체납정보통합시스템 및 이미지스캔 시스템

유지보수 7,92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3,960

430원*250,000건

2,480원*30,000건

2,480원*2,500건

660,000원*12월

330,000원*12월

202 여비 39,600 44,160 △4,560

01 국내여비 39,600 44,160 △4,560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28,800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 10,800

20,000원*12명*10회*12월

150,000원*6명*12월

301 일반보전금 1,350 1,350 0

12 기타보상금 1,350 1,350 0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 1,350

―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 보상비

1,350270,000원*10대*50%

303 포상금 35,000 35,000 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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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확충 56,276 138,159 △81,883

201 일반운영비 12,912 14,778 △1,866

01 사무관리비 12,912 14,778 △1,866

○일반수용비 12,912

― 인증기 수선비 2,112

― 인증기 소모품 구입 10,800

220,000원*24대*40%

450,000원*24대

303 포상금 9,000 9,000 0

01 포상금 9,000 9,000 0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0

○타 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 4,000

500,000,000원*1/5*5%

40,000,000원*10%

308 자치단체등이전 27,764 27,944 △18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764 27,944 △18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7,76427,764,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6,600 6,6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600 6,600 0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6,6002,200,000원*3대

개별주택가격조사 280,722 278,806 1,916

국 113,050

시 167,672

101 인건비 111,201 104,845 6,356

국 42,280

시 68,92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201 104,845 6,356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100,512

― 인부임 77,38473,280원*4명*264일

국 30,180

시 47,204

― 간식비 2,1122,000원*4명*264일

국 860

시 1,252

― 생활임금보전수당 2,787

― 주휴수당 15,829

99,520원*4명*7월

73,280원*4명*54일

국 6,170

시 9,659

― 교통비 2,40050,000원*4명*12월

국 93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470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 보험료 10,689

― 국민연금 부담금 4,42898,400,000원*4.5%

국 1,720

시 2,708

― 건강보험료 부담금 3,37698,400,000원*3.43%

국 1,310

시 2,066

― 고용보험료 부담금 1,62498,400,000원*1.65%

국 630

시 994

― 산재보험료 부담금 91598,400,000원*0.929%

국 350

시 56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3463,375,120원*10.25%

국 130

시 216

201 일반운영비 165,201 168,201 △3,000

국 68,920

시 96,281

01 사무관리비 163,973 165,173 △1,200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63,973

―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2,200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39,383

200,000원*11개동

6,200원*22,481호

국 64,690

시 74,693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분 검증수수료

7627,620원*100호

국 290

시 472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2,85925,410원*225호*50%

국 1,110

시 1,749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960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3,450

70,000원*28개동

50,000원*23개소*3회

국 1,340

시 2,110

― 개별주택가격조서 및 특성조사표 바인더 구

입 600

― 개별주택가격조서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

594

―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발간 3,245

― 개별주택가격조사용 복사용지 구입

1,200

4,000원*150건

29,700원*20박스

110원*29,500매

20,000원*5박스*12개월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개별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도면 구입

1,000

― 칼라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2,880

―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 매식비

3,840

250,000원*4권

960,000원*1대*3회

8,000원*3명*20회*8월

국 1,490

시 2,350

02 공공운영비 1,228 3,028 △1,800

○공공요금 및 제세 1,228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결과 통

지문 발송 등기우편료 1,2282,530원*485건

202 여비 4,320 5,760 △1,440

국 1,850

시 2,470

01 국내여비 4,320 5,760 △1,440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4,32020,000원*3명*6일*12월

국 1,850

시 2,470

행정운영경비(세정과) 121,996 126,564 △4,568

기본경비(세정과) 121,996 126,564 △4,568

기본경비(세정과) 121,996 126,564 △4,568

201 일반운영비 56,704 56,904 △200

01 사무관리비 56,704 56,904 △200

○일반수용비 32,224

― 기본사무용품비 4,800

― 복사기 유지관리 4,000

― 복사용지 구입 6,624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14,220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600

― 칼라복사기 임대료 1,980

○급량비 24,480

―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16,800

―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7,680

100,000원*48명

400,000원*2대*5회

23,000원*24박스*12월

237,000원*15대*4회

25,000원*2대*12월

165,000원*12월

8,000원*35명*5회*12월

8,000원*40명*2회*12월

202 여비 60,000 64,800 △4,800

01 국내여비 60,000 64,800 △4,800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60,00020,000원*25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5,292 4,860 432



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92 4,860 432

○세정과 5,29249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