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세원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과

세무과 1,098,166 1,064,079 34,087

국 129,000

시 969,166

세입 확보(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976,422 947,575 28,847

국 129,000

시 847,422

세원관리 629,298 605,194 24,104

지방세정 운영 586,298 560,194 26,104

201 일반운영비 222,587 218,322 4,265

01 사무관리비 157,600 150,100 7,500

○일반수용비 145,640

― 지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제작

31,200

―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등 10,000

―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등 10,000

― 지방세법 편람 및 업무연찬 도서 구입 4,000

―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6,000

― 부동산 압류,해제 및 대위등기 수수료 5,000

―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3,500

―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전자예금압류) 36,740

· 지방세 조회수수료 23,980

· 세외수입 조회수수료 12,760

― 공매대행 수수료 3,000

― 가상계좌 문자전송 수수료 3,0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3,2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6,000

―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

3,000

― 세외수입 고지서(체납) 제작

3,500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번호표 호출기 임

차료 1,000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세 정보통신망

사용료 4,000

―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신고 안내문 제작 1,500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홍보물 제

작 1,000

○위탁교육비 10,000

― 세무공무원 연찬회 10,000

○운영수당 1,960

― 지방세 심의위원회 1,960

78,000원*400박스

1,100,000원*12월

500,000원*12개월

250,000원*12개월

70,000원*50박스

70,000원*7명*4회

02 공공운영비 64,987 58,222 6,765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세원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공요금 및 제세 26,099

―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6,500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

표 2,000

―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료 6,600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휴대전화 요금

240

― 자동차세 59

― 환경개선부담금 100

― 자동차보험료 600

○차량선박비 2,295

― 유류비 1,235

― 정기검사비 60

― 정비비 500

― 소모품비 500

○시설장비유지비 36,593

― 차량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6,600

― 지방세납부 ARS 시스템 유지보수

8,648

―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5,600

―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유지보수

6,116

―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 유

지보수 3,335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2,640

― 고속인쇄 및 봉함일괄처리시스템

3,654

20,000원*12월

58,500원*1회

50,000원*2회

600,000원*1회

740L*1,668원

30,000원*2회

550,000원*12월

720,630원*12월

466,666원*12월

509,666원*12월

277,916원*12월

220,000원*12월

304,500원*12월

202 여비 11,050 11,050 0

01 국내여비 11,050 11,050 0

○지방세정운영 11,050

203 업무추진비 2,000 2,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지방세정 업무추진 2,000

204 직무수행경비 32,400 32,400 0

03 특정업무경비 32,400 32,400 0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32,400100,000원*27명*12월

306 출연금 10,196 11,402 △1,206

01 출연금 10,196 11,402 △1,206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196

308 자치단체등이전 76,008 78,775 △2,767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세원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6,008 78,775 △2,767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28,779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22,498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1,157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23,57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2,207 28,422 153,785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2,207 28,422 153,785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0,97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11,237

405 자산취득비 49,850 73,500 △23,6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850 73,500 △23,650

○세무민원실 지방세 무인수납기 구입 27,50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19,350

○세무민원실 민원대기번호표 발급기 구입 3,000

체납세 징수 43,000 45,000 △2,0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체납세 징수독려 업무추진 1,000

303 포상금 42,000 44,000 △2,000

01 포상금 42,000 44,000 △2,000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

12,000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상품권 12,000

○과년도 은닉세원발굴 3,000

○체납세(지방세)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10,000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

5,000

400,000,000원*3/100

30,000원*400명

60,000,000원*5/100

166,666,000*3/100

과표관리 347,124 342,381 4,743

국 129,000

시 218,124

주택가격산정 347,124 342,381 4,743

국 129,000

시 218,124

101 인건비 126,941 123,513 3,428

국 29,813

시 97,12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941 123,513 3,428

○개별주택가격 조사 126,941

― 기본급 97,92668,720원*95일*15명

국 22,891

시 75,035

― 주차수당 19,58668,720원*19일*15명



부서: 세무과

정책: 세입 확보(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ㆍ재정지원)

단위: 과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4,578

시 15,008

― 연차수당 5,15468,720원*5일*15명

국 1,204

시 3,950

― 간식비 4,2753,000원*95일*15명

국 1,140

시 3,135

201 일반운영비 210,238 208,923 1,315

국 95,242

시 114,996

01 사무관리비 207,838 206,238 1,600

○일반수용비 194,738

―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도면 제작 10,000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82,738

국 90,242

시 92,496

― 개별주택가격 안내 홍보물 제작 2,000

○운영수당 2,100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2,100

○급량비 11,000

― 개별주택가격 조사자 11,000

70,000원*10명*3회

국 5,000

시 6,000

02 공공운영비 2,400 2,685 △285

○시설장비유지비 2,400

― 개별주택가격 도면 출력프로그램

2,400200,000원*12월

202 여비 9,945 9,945 0

국 3,945

시 6,000

01 국내여비 9,945 9,945 0

○개별주택 조사 9,945

국 3,945

시 6,000

행정운영경비(세무과)(기타/기타) 121,744 116,504 5,240

기본경비 121,744 116,504 5,240

기본경비 121,744 116,504 5,240

201 일반운영비 32,304 30,444 1,860

01 사무관리비 32,304 30,444 1,860

○부서운영 기본경비 32,304

202 여비 84,640 81,260 3,380

01 국내여비 84,640 81,260 3,380

○국내여비 84,640



부서: 세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무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3 업무추진비 4,800 4,8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40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