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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산세과

정책: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단위: 정확한 세원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산세과

재산세과 1,059,431 1,066,805 △7,374

국 120,578

도 36,485

시 902,368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973,871 942,545 31,326

국 120,578

도 36,485

시 816,808

정확한 세원 관리 678,626 628,223 50,403

도 36,485

시 642,141

지방세 부과 584,156 604,443 △20,287

201 일반운영비 576,156 497,722 78,434

01 사무관리비 105,000 113,460 △8,460

○지방세 고지서 인쇄 87,600

―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자료출력

82,800

― 지방세 고지서 창봉투 4,800

○지방세 홍보물 제작 14,000

○지방세 도서구입 3,200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위원 수당

200

72원*230,000건*5회

40원*24,000건*5회

3,500,000원*4회

50,000원*32명*2종

200,000원*1회

02 공공운영비 471,156 384,262 86,894

○지방세 우편요금 471,156

― 등기 126,876

― 일반 344,280

2,180원*4,850건*12월

380원*75,500건*12월

203 업무추진비 3,000 3,350 △35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350 △350

○지방세 부과 및 세수증대 활동 업무추진

3,0003,000,000원

303 포상금 5,000 10,000 △5,000

01 포상금 5,000 10,000 △5,000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0005,000,000원

차량세무민원실 운영 21,500 23,780 △2,280

201 일반운영비 21,500 23,780 △2,280

01 사무관리비 21,500 23,780 △2,280

○차량세무민원실 고지서(서식) 및 신고서 제작 6,700

― 지방세 고지서 제작 6,000

― 지방세 신고서 제작 700

○차량세무민원실 소모품 구입 4,900

― 복사용지 2,500

50원*40,000매*3회

35원*20,000매

25,000원*100박스



부서: 재산세과

정책: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단위: 정확한 세원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프린터기 소모품(토너등)

2,400

○차량세무민원실 프린터기 임차료

9,900

600,000원*2대*2회

165,000원*5대*12월

지방세수증대지원 72,970 0 72,970

도 36,485

시 36,485

101 인건비 72,970 0 72,970

도 36,485

시 36,48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970 0 72,970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72,970

― 인건비 63,37063,370,000원

도 31,685

시 31,685

― 여비 9,6009,600,000원

도 4,800

시 4,800

개별주택가격 조사 295,245 314,322 △19,077

국 120,578

시 174,667

주택가격 조사 283,245 299,322 △16,077

국 120,578

시 162,667

101 인건비 135,528 149,004 △13,476

국 57,652

시 77,8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528 149,004 △13,476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2,460

― 기본급 95,2468,590원*8시간*22명*21일*3월

국 40,574

시 54,672

― 주휴수당 22,6788,590원*8시간*22명*5주*3월

국 9,661

시 13,017

― 연차수당 4,5368,590원*8시간*22명*3월

국 1,932

시 2,604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3,068

― 국민연금 5,511122,460,000원*45/1,000

국 2,348

시 3,163

― 건강보험 4,085122,460,000원*33.35/1,000

국 1,740

시 2,345

― 노인장기요양보험 3484,085,000원*85.1/1,000

국 144



부서: 재산세과

정책: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단위: 개별주택가격 조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04

― 고용보험 2,021122,460,000원*16.5/1,000

국 783

시 1,238

― 산재보험 1,103122,460,000원*9/1,000

국 470

시 633

201 일반운영비 147,717 150,318 △2,601

국 62,926

시 84,791

01 사무관리비 147,717 150,318 △2,601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30,949

―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128,0406,402원*20,000호

국 54,544

시 73,496

― 의견제출 및 수시분 검증수수료

1,0418,002원*130호

국 443

시 598

―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1,86826,675원*70호

국 796

시 1,072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8070,000원*12명*2회

국 716

시 964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2,400,000원

국 1,022

시 1,378

○개별주택가격 도면 CD제작 2,4002,400,000원

국 1,022

시 1,378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기본경비

9,6889,688,000원

국 4,127

시 5,561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위원 수당

600200,000원*3회

국 256

시 344

공동주택가격 조사 12,000 15,000 △3,000

201 일반운영비 12,000 15,000 △3,000

01 사무관리비 12,000 15,000 △3,000

○수시분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12,00050,000원*240호

행정운영경비(재산세과) 85,560 124,260 △38,700

기본경비 85,560 124,260 △38,700



부서: 재산세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재산세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 85,560 124,260 △38,700

201 일반운영비 34,560 50,760 △16,200

01 사무관리비 34,560 50,760 △16,200

○부서운영 기본경비 34,560

― 일반수용비 15,360

― 급양비 19,200

40,000원*32명*12월

50,000원*32명*12월

202 여비 46,080 67,680 △21,600

01 국내여비 46,080 67,680 △21,600

○업무추진 기본여비 46,080120,000원*32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920 5,820 △9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 5,820 △9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041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