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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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정과 1,125,149 1,124,187 962

자체 재원 관리 975,496 990,098 △14,602

자주재원 확보 975,496 990,098 △14,602

공평과세 부과 448,559 461,468 △12,909

101 인건비 27,525 45,526 △18,00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525 45,526 △18,001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25,129

― 인부임 20,227

― 간식비 1,332

― 생활임금보전수당 386

― 주휴수당 2,734

― 교통비 450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보험료 2,396

― 국민연금 부담금 911

― 건강보험료 부담금 632

― 고용보험료 부담금 304

― 산재보험료 부담금 50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41

60,740원*9명*37일

2,000원*9명*37일*2회

386,000원*1식

60,740원*9명*5일

50,000원*9명*1회

20,226,420원*4.5%

20,226,420원*3.12%

20,226,420원*1.5%

20,226,420원*2.508%

615,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215,881 222,037 △6,156

01 사무관리비 82,511 89,511 △7,000

○일반수용비 80,691

― OCR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고지서 출

력용) 5,688

―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토너 등 9종) 12,000

―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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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진납부 고지서 4,478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5,597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200

― 면허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237,000원*8대*3회

1,000,000원*12월

500원*40,000건

50원*135,000건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4박스*12월

46,640원*220박스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120박스

100,000원*2회

50,000원*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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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2,000

― 주민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홍보 등 안내문 제작

2,00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안내 리후

렛 제작 2,000

― 지방소득세 홍보 등 안내문 제작

2,000

○운영수당 1,8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0

50,000원*10개소*2종*2회

50,000원*10개소

200원*10,000매

200원*10,000매

200원*10,000매

70,000원*6명*2회

70,000원*7명*2회

02 공공운영비 133,370 132,526 844

○공공요금 및 제세 93,040

―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

54,040

― 지방세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39,000

○시설장비유지비 19,224

― 대형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6,270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2,954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2,900

○세입통합 간편납부(ARS)시스템 유지보수

8,206

1,930원*28,000건

300원*130,000건

114,000,000원*5%*1.1

235,515,280원*5%*1.1

1,075,000원*12월

149,200,000원*5%*1.1

202 여비 55,442 50,805 4,637

01 국내여비 55,442 50,805 4,637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

40,474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추진 여비

2,530

○지방세 세목별 각종 연찬회 및 포럼 참석

4,427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3,795

○전남도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회 참석

4,216

210,800원*16명*12월

210,800원*3명*4회

210,800원*3명*7월

210,800원*2명*9월

210,800원*20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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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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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1 기타보상금 1,490 1,4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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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3 14,122 1,901

01 출연금 16,023 14,122 1,90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023보통세 결산액 106,815,175,000원*0.015%

308 자치단체등이전 62,798 58,088 4,71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798 58,088 4,710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2,798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7,586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19,045

―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873

― 2018년도 지방세 정보화 추진 컨설팅 분담

액 4,294

37,586,000원*1식

19,045,000원*1식

1,873,000원*1식

4,294,000원*1식

납세편의 증진 31,288 35,229 △3,941

201 일반운영비 30,548 30,548 0

01 사무관리비 30,548 30,5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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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신용카드 수수료

3,300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등 제작

4,000

○운영수당 1,1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1,120

80원*40,000건

80원*170,000건

11,000원*5대*12월

356원*12,000건

16.5원*24,000건

220원*15,000건

200원*20,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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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자산취득비 740 3,000 △2,2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40 3,000 △2,260

○행정사무용 냉방기 구입 740740,000원*1대

체납관리 철저 275,522 282,173 △6,651

101 인건비 20,841 19,102 1,73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41 19,102 1,739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 20,841

― 기본급 15,064

― 간식비 992

― 생활임금보전수당 418

― 주휴수당 3,159

― 교통비 600

― 연차수당 608

60,740원*1명*248일

2,000원*248일*1명*2회

417,600원*1식

60,740원*1명*52일

50,000원*1명*12월

60,740원*10일

201 일반운영비 129,854 138,854 △9,000

01 사무관리비 31,864 31,8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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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수수료

1,400

―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훼손볼트구입비

900

50,000원*20개소*2회

46,640원*12박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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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공운영비 97,990 106,990 △9,000

○공공요금 및 제세 92,710

―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

편료 45,000

―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42,846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

서 발송 등기우편료 4,864

○시설장비유지비 5,280

300원*150,000건

1,930원*1,850통*12월

1,930원*210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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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5,280440,000원*12월

202 여비 61,167 60,557 610

01 국내여비 61,167 60,557 610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38,400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 22,767

20,000원*20명*8회*12월

210,800원*9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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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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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48 57,028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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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1,866

220,000원*24대*40%

500,000원*24대

46,640원*40박스

303 포상금 9,000 5,250 3,750

01 포상금 9,000 5,250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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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70 26,000 47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470 26,000 47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26,47026,47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8,800 8,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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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 8,800 0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8,8002,200,000원*4대

개별주택가격조사 159,879 154,200 5,679

101 인건비 58,606 53,227 5,37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606 53,227 5,379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53,516

― 인부임 43,308

― 간식비 2,852

― 생활임금보전수당 617

― 주휴수당 5,589

― 교통비 1,150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 보험료 5,090

― 국민연금 부담금 1,949

― 건강보험료 부담금 1,317

― 고용보험료 부담금 650

― 산재보험료 부담금 1,087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87

60,740원*1명*23개동*31일

2,000원*23명*31일*2회

617,000원*1식

60,740원*23명*4일

50,000원*23명*1월

43,307,620원*4.5%

43,307,620원*3.04%

43,307,620원*1.5%

43,307,620원*2.508%

1,317,000원*6.55%

201 일반운영비 97,673 97,373 300

01 사무관리비 94,253 93,953 300

○일반수용비 88,213

―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2,200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70,127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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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11개동

6,098원*23,000호*50%

70,000원*28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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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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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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참석 수

당 2,800

○급량비 2,4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매식비

2,400

70,000원*6명*2회

70,000원*10명*4회

8,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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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653 134,089 15,564

기본경비(세정과) 149,653 134,089 15,564

기본경비(세정과) 149,653 134,089 15,564

201 일반운영비 65,863 65,815 48

01 사무관리비 65,863 65,815 48

○일반수용비 34,279

― 기본사무용품비 5,200

― 복사기 유지관리 4,800

― 복사용지 구입 6,240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17,775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264

○급량비 31,584

―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22,560

―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9,024

100,000원*52명

400,000원*2대*6회

20,000원*26박스*12월

237,000원*15대*5회

22,000원*12월

8,000원*47명*5회*12월

8,000원*47명*2회*12월

202 여비 79,200 63,360 15,840

01 국내여비 79,200 63,360 15,840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79,20020,000원*33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4,590 4,914 △324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90 4,91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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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정과 4,590425,000원*12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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