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세정과

정책: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

단위: 생산적 세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정과 721,462 807,353 △85,891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 618,442 684,657 △66,215

생산적 세정운영 560,436 613,379 △52,943

지방세 부과 징수 300,484 253,530 46,954

201 일반운영비 295,484 253,530 41,954

01 사무관리비 71,534 61,740 9,794

○지방세 고지서 인쇄 52,734

―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자료 출력

42,750

― 수시분 고지서 제작 8,064

― 수시분 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

1,920

○지방세 사전 안내문 제작 6,800

―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발송

5,000

― 봉합용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문 제작

발송 1,600

―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문 제작

200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12,000

―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6,000

―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6,000

75원*570,000건

48원*168,000매

32원*60,000매

250원*20,000건

80원*20,000건

40원*5,000매

1,200원*5,000권

2,000,000원*3회

02 공공운영비 223,950 191,790 32,160

○지방세 우편요금 223,950

― 일반우편 195,000

― 등기우편 28,950

300원*650,000건

1,930원*15,000건

202 여비 5,000 0 5,000

01 국내여비 5,000 0 5,000

○현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 5,0005,000,000원

생산적 징수체계 구축 운영 208,126 310,216 △102,090

201 일반운영비 66,590 134,633 △68,043

01 사무관리비 17,240 39,830 △22,590

○지방세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 5,590

― 지방세 심의위원회 3,150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840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600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실무자교육 교재

1,200

○지방세 도서 구입 2,400

○모범납세자 우대 8,050

― 납세자동산 입석 교체 2,710

70,000원*9명*5회

70,000원*3명*4회

100,000원*8명*2회

8,000원*150권

60,000원*4종*10권

2,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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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

단위: 생산적 세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납세자동산 입석 명각 1,500

― 모범납세자 표창액자 제작 340

― 법인 모범납세자 동판 제작

3,500

30,000원*50명

17,000원*20명

350,000원*10개

02 공공운영비 49,350 94,803 △45,453

○지방세 특화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9,350

― 세입체납통합정보 프로그램 15,260

― 가상계좌수납관리 프로그램 18,248

― 사이버 지방세, 세외수입 홈페이지

12,356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S/W 3,486

15,260,000원

18,248,000원

12,356,000원

3,486,000원

203 업무추진비 3,600 6,400 △2,8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6,400 △2,800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추진

3,6003,600,000원

303 포상금 16,000 17,000 △1,000

01 포상금 16,000 17,000 △1,000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10,000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5,000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1,000

200,000,000원*5/100

5,000,000원

1,000,000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21,936 116,026 5,91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21,936 116,026 5,910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63,896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운영비

20,991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2,868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2,181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000

63,896,000원

20,991,000원

2,868,000원

2,181,000원

32,000,000원

지방세연구원 운영 51,826 49,633 2,193

306 출연금 51,826 49,633 2,193

01 출연금 51,826 49,633 2,193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51,826345,501,866,690원*0.015%

고객만족 세정운영 58,006 71,278 △13,272

납세편의시책 내실 운영 58,006 71,278 △13,272

201 일반운영비 50,400 59,604 △9,204

01 사무관리비 50,400 59,604 △9,204

○납세 편의 시책 이용 수수료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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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정과

정책: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

단위: 고객만족 세정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48,000

― 스마트고지서 송달 및 납부이용 수수료

2,400

80원*50,000건*12월

200원*1,000건*12월

301 일반보상금 500 4,000 △3,500

11 기타보상금 500 4,000 △3,500

○납세자 보상금 지급 5005,000원*100명

308 자치단체등이전 7,106 7,674 △568

07 자치단체간부담금 7,106 7,674 △568

○지방세 정기분 납세 홍보비 시 군 부담금

7,106173,600,000원*4.0933%

행정운영경비(세정과) 103,020 122,696 △19,676

기본경비 103,020 122,696 △19,676

기본경비 103,020 122,696 △19,676

201 일반운영비 42,120 66,296 △24,176

01 사무관리비 42,120 45,216 △3,096

○부서운영기본경비 42,120

― 일반수용비 18,720

― 급양비 23,400

40,000원*39명*12월

50,000원*39명*12월

202 여비 56,160 51,840 4,320

01 국내여비 56,160 51,840 4,320

○업무추진기본여비 56,160120,000원*39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740 4,560 18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0 4,560 18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0(350,000원+(5,000원*9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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