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세정과 1,046,697 1,121,173 △74,476

자체 재원 관리 843,586 866,117 △22,531

자주재원 확보 843,586 866,117 △22,531

공평과세 부과 577,018 607,595 △30,577

101 인건비 138,606 136,751 1,85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방세 세입금 집계 및 전산소인 사업인부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사역인부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자동차세 사역인부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토지, 가옥일제조사 사역인부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138,606 136,751 1,855

11,700

34,660원*4명*64일 8,873

2,000원*4명*64일*2회 1,024

34,660원*1명*52일 1,803

58,497

34,660원*20명*64일 44,365

2,000원*20명*64일*2회 5,120

34,660원*5명*52일 9,012

9,159

34,660원*6명*35일 7,279

2,000원*6명*35일*2회 840

34,660원*6명*5일 1,040

14,434

34,660원*9명*37일 11,542

2,000원*9명*37일*2회 1,332

34,660원*9명*5일 1,560

31,774

- 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지방세 비과세, 자동차세, 토지.가옥, 개별주택 인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4,660원*1명*22개동*62일*50% 23,639

2,000원*22명*62일*2회*50% 2,728

34,660원*6명*52일*50% 5,407

13,042

112,318,000원*4.5% 5,055

112,318,000원*4.31% 4,841

112,318,000원*1.3% 1,461

112,318,000원*1.5% 1,685

201 일반운영비 390,509 426,981 △36,472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OCR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고지서 출력용)

    ―지방세 사례판례집 구입

    ―지방세법 편람 구입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토너 등 9종)

    ―지방세 업무연찬회 과제물 발간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용지 구입

      ㆍ등록세 고지서

      ㆍ세액계산서

      ㆍ정기분 납세고지서

      ㆍ자진납부 고지서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295,373 327,221 △31,848

289,633

237,000원*8대*6회 11,376

95,000원*11권 1,045

35,000원*52권 1,820

1,800,000원*12월 21,600

3,000원*2과제*100권 600

500원*260,000건 130,000

50원*150,000건 7,500

24,757

33,910원*9박스*12월 3,663

44,000원*4박스*12월 2,112

35,600원*266박스 9,470

33,910원*9박스*12월 3,663

38,990원*150박스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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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분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조서 및 특성조사표 바인더 구입

    ―개별주택가격 조서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발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복사용지 구입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 리후렛 제작

    ―칼라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면허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재산세, 자동차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주민세 과징안내 플래카드 제작

    ―맞춤형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운영수당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3회 300

2,200,000원 2,200

200,000원*22개동 4,400

5,544원*24,000호*50% 66,528

6,930원*150호*50% 520

23,100원*150호*50% 1,733

4,000원*100권 400

29,700원*20박스 594

100원*10,000매 1,000

17,000원*5박스*12월 1,020

60,000원*20박스 1,200

50,000원*10개소*4회 2,000

200원*13,500매 2,700

960,000원*1대*4회 3,840

50,000원*5개소 250

50,000원*5개소*2종*2회 1,000

50,000원*5개소 250

100원*10,000매 1,000

5,740

70,000원*6명*2회 840

70,000원*6명*2회 840

70,000원*4명*1회 280

70,000원*10명*4회 2,800

70,000원*7명*2회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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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일반우편료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결과 통지문 발송 등기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ㆍ백업 및 자료구축 서버

      ㆍ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

    ―대형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95,136 99,760 △4,624

74,596

1,720원*40,000건 68,800

220원*24,000명 5,280

1,720원*300건 516

20,540

14,840

88,800,000원*5% 4,440

208,000,000원*5% 10,400

114,000,000원*5% 5,700

202 여비 1,728 1,698 30

01  국내여비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실무교육 참석여비(중앙)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교육 참석여비(도)

1,728 1,698 30

261,000원*3명*4회*50% 1,566

27,000원*3명*2회 162

301 일반보상금 5,640 6,040 △400

12  기타보상금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우수통장 표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5,640 6,040 △400

6,000,000원*5% 300

50,000원*7명 350

50,000원*20명*4회 4,000

700원*700명 490

100,000원*5명 500

303 포상금 5,000 5,000 0

01  포상금 5,000 5,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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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토지, 가옥 일제조사 포상금

20,000,000원*5%*3회 3,000

40,000,000원*5%*1회 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3,535 20,625 12,91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시스템 운영

33,535 20,625 12,910

27,500,000원*1식 27,500

6,035,000원*1식 6,035

405 자산취득비 2,000 10,500 △8,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개별주택가격 도면 보관함

2,000 10,500 △8,500

2,000,000원*1개 2,000

납세편의 증진 29,120 7,550 21,570

201 일반운영비 25,320 3,750 21,57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지방세 인터넷 납부 수수료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운영수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25,320 3,750 21,570

24,200

24,000,000,000원*5%*1.5% 18,000

50원*60,000건 3,000

80원*40,000건 3,200

1,120

70,000원*4명*4회 1,12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00 3,800 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3,800 3,800 0

3,800,000원*1식 3,800

체납관리 철저 209,019 227,020 △18,001

201 일반운영비 81,563 81,189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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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입간판 제작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소) 제작

    ―독촉고지서 구입

    ―봉함용 독촉고지서 구입

    ―지방세 체납업무 추진 수수료

      ㆍ재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ㆍ등기발급 수수료

      ㆍ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수수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구 및 수선비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우송료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등기우편료

22,739 22,365 374

22,739

10,000원*23개소*2회 460

50,000원*16개소*2회 1,600

33,910원*12박스*12월 4,884

38,990원*12박스*12월 5,615

8,300

2,000원*60건*2회*12월 2,880

1,200원*50건*12월 720

470,000원*10대 4,700

20,000원*24조 480

2,000원*350건*2회 1,400

58,824 58,824 0

58,824

1,720원*2,700통*12월 55,728

1,720원*150건*12월 3,096

202 여비 97,836 97,920 △84

01  국내여비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관외)

97,836 97,920 △84

20,000원*34명*7회*12월 57,120

261,000원*13명*12회 40,716

301 일반보상금 4,000 4,000 0

12  기타보상금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 보상비

4,000 4,000 0

4,000

300,000원*10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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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체납차량 영치시 번호판 재료 훼손 보상비 10,000원*100대 1,000

303 포상금 25,620 25,020 600

01  포상금

  ○체납액 정리 우수공무원 시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징수유공공무원 산업시찰

25,620 25,020 600

30,000원*5명 150

5,000원*3,000대 15,000

1,050,000,000원*1/10*5% 5,250

261,000원*20명*1회 5,220

세외수입 확충 28,429 23,952 4,477

201 일반운영비 10,779 7,900 2,879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인증기 수선비

    ―인증기 소모품 구입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10,779 7,900 2,879

10,779

220,000원*23대*50% 2,530

263,000원*23대 6,049

44,000원*50박스 2,200

303 포상금 2,250 1,250 1,000

01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 경진대회 시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2,250 1,250 1,000

500,000,000원*1/20*5% 1,250

1,000

500,000원*1명 500

300,000원*1명 300

200,000원*1명 2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000 10,002 998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000 10,002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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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0,000원*1식 11,000

405 자산취득비 4,400 4,800 △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4,400 4,800 △400

2,200,000원*2대 4,400

행정운영경비(세정과) 203,111 255,056 △51,945

인력운영비(세정과) 62,352 112,597 △50,245

인력 운영비(세정과) 62,352 112,597 △50,245

203 업무추진비 4,752 5,520 △768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정과

4,752 5,520 △768

440,000원*12월*90% 4,752

204 직무수행경비 57,600 62,400 △4,8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57,600 62,400 △4,800

100,000원*48명*12월 57,600

기본경비(세정과) 140,759 142,459 △1,700

기본경비(세정과) 140,759 142,459 △1,700

201 일반운영비 73,391 76,411 △3,02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유지관리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소독비

73,391 76,411 △3,020

47,471

100,000원*48명 4,800

350,000원*2대*8회 5,600

17,000원*40박스*12월 8,160

237,000원*17대*7회 28,203

15,000원*12월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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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신문구독료

  ○급량비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11,000원*4종*12월 528

25,920

5,000원*48명*7회*12월 20,160

5,000원*48명*2회*12월 5,760

202 여비 67,368 66,048 1,320

01  국내여비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관외)

67,368 66,048 1,320

20,000원*14명*7회*12월 23,520

261,000원*14명*12회 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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