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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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정과 1,514,099 1,336,642 177,457

국 110,402

시 1,403,697

자체 재원 관리 1,367,120 1,187,575 179,545

국 110,402

시 1,256,718

자주재원 확보 1,367,120 1,187,575 179,545

국 110,402

시 1,256,718

공평과세 부과 589,988 517,235 72,753

101 인건비 37,814 29,901 7,91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14 29,901 7,913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30,425

― 인부임 22,884

― 간식비 1,332

― 생활임금보전수당 1,204

― 주휴수당 4,330

― 교통비 675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보험료 3,043

― 국민연금 부담금 1,310

― 건강보험료 부담금 940

― 고용보험료 부담금 437

― 산재보험료 부담금 27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80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3,941

― 인부임 3,024

― 간식비 88

― 생활임금보전수당 179

― 주휴수당 550

― 교통비 100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보험료 405

― 국민연금 부담금 174

― 건강보험료 부담금 125

― 고용보험료 부담금 58

― 산재보험료 부담금 3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1

68,720원*9명*37일

2,000원*9명*37일*2회

89,120원*9명*1.5월

68,720원*9명*7일

50,000원*9명*1.5월

29,093,000원*4.5%

29,093,000원*3.23%

29,093,000원*1.5%

29,093,000원*0.946%

940,000원*8.51%

68,720원*2명*22일

2,000원*2명*22일

89,120원*2명*1월

68,720원*2명*4일

50,000원*2명*1월

3,853,000원*4.5%

3,853,000원*3.23%

3,853,000원*1.5%

3,853,000원*0.946%

125,000원*8.51%

201 일반운영비 247,676 235,810 11,866

01 사무관리비 84,673 91,811 △7,138

○일반수용비 82,853

― OCR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고지서 출

력용) 5,688237,000원*8대*3회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토너 등 9종) 21,600

― 전산자료백업용 LTO 테입구입

2,700

―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6,750

―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용지 구입 28,453

ㆍ등록면허세(등록분) 고지서

4,478

ㆍ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ㆍ모두채움신고납

부서 1,400

ㆍ세액계산서 2,239

ㆍ정기분 납세고지서 10,261

ㆍ자진납부 고지서(취득세등)

4,478

ㆍ우편발송용 봉함고지서

5,597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 테이프 제작

200

― 면허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자동차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1,000

― 재산세 납부안내 플래카드제작

1,000

― 주민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500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

2,000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리플릿 등 제작

4,000

― 담배소비세 소송비용

2,476

― 지방소득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소모품 등

구입 500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5,486

ㆍ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설치비

4,826

ㆍ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운영비

660

○운영수당 1,820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0

1,800,000원*12월

270,000원*10개

50원*135,000건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30박스

46,640원*4박스*12월

46,640원*220박스

46,640원*8박스*12월

46,640원*120박스

100,000원*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10개소*2회

50,000원*10개소*2회

50,000원*10개소

50,000원*10개소*4회

200원*20,000부

479,000,000원*0.5169%

500,000원*1회

4,826,000*1월

5,000원*6명*22일

70,000원*6명*2회

70,000원*7명*2회

02 공공운영비 163,003 143,999 19,004

○공공요금 및 제세 135,70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

65,400

― 지방세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53,200

―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모두채움신고납

부서 발송 일반우편료 17,100

○시설장비유지비 5,676

― 대형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3,291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385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3,421

○세입통합 간편납부(ARS)시스템 유지보수

8,206

2,180원*30,000건

380원*140,000건

380원*45,000건

59,821,300원*5%*1.1

43,355,280원*5%*1.1

1,118,400원*12월

149,200,000원*5%*1.1

202 여비 39,900 44,850 △4,950

01 국내여비 39,900 44,850 △4,950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

27,000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추진 여비

1,800

○지방세 세목별 각종 연찬회 및 포럼 참석

4,000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1,600

○전남도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회 참석

2,800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업무추진 여비

2,700

100,000원*15명*18회

100,000원*3명*6회

100,000원*4명*10회

100,000원*2명*8회

100,000원*28명*1회

150,000원*3명*6회

204 직무수행경비 60,000 62,400 △2,400

03 특정업무경비 60,000 62,400 △2,400

○세무담당공무원 60,000100,000원*50명*12월

301 일반보전금 1,490 1,490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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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5%

60,000,000원*1회*5%

306 출연금 16,744 16,838 △94

01 출연금 16,744 16,838 △94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744보통세 결산액 111,625,528,000원*0.015%

308 자치단체등이전 58,364 58,946 △582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8,364 58,946 △582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8,364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3,983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wetax)

23,024

―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357

33,983,000원*1식

23,024,000원*1식

1,357,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1,000 0 121,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1,000 0 121,00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2단계)

121,000121,000,000원*1식

납세편의 증진 38,148 47,412 △9,264

201 일반운영비 37,248 44,508 △7,260

01 사무관리비 37,248 44,508 △7,260

○일반수용비 32,128

―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200

― 주민세 납부 안내문자 사용료

550

―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자 사용료

1,650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7,000

―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단말기 사용수수료

660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전화사용료

4,272

― 재산세 납부 안내문자 사용료

1,100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문자(SMS)사용료

396

―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신용카드 수수료

3,300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릿 등 제작

4,000

○운영수당 1,1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1,120

80원*40,000건

55원*10,000건

55원*30,000건

100원*170,000건

11,000원*5대*12월

356원*12,000건

55원*20,000건

16.5원*24,000건

220원*15,000건

200원*20,000매

70,000원*8명*2회

405 자산취득비 900 2,324 △1,424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 2,324 △1,424

○행정사무용 문서세단기 구입 900900,000원*1식

체납관리 철저 325,168 252,248 72,92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18,758 141,938 7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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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부동산 경(공)매 정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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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94 110,074 76,820

○공공요금 및 제세 178,974

―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

편료 95,000

―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78,480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예고통지

서 발송 등기우편료 5,494

○시설장비유지비 7,920

― 체납정보통합시스템 및 이미지스캔 시스템

유지보수 7,920

380원*250,000건

2,180원*3,000건*12월

2,180원*210건*12월

660,000원*12월

202 여비 52,800 60,000 △7,200

01 국내여비 52,800 60,000 △7,200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38,400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 14,400

20,000원*20명*8회*12월

100,000원*12명*12월

301 일반보전금 1,350 1,350 0

12 기타보상금 1,350 1,350 0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 1,350

―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 보상비

1,350270,000원*10대*50%

303 포상금 35,000 35,000 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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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60 13,960 3,30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260 13,960 3,30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3,960

○신번호판 체납 단속시스템 재개발

3,300

○실시간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

10,000

330,000원*12월

3,300,000원*1식

10,000,000원*1식

세외수입 확충 135,554 93,035 42,519

201 일반운영비 14,778 14,778 0

01 사무관리비 14,778 14,778 0

○일반수용비 14,778

― 인증기 수선비 2,112

― 인증기 소모품 구입 10,800

―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1,866

220,000원*24대*40%

450,000원*24대

46,640원*40박스

303 포상금 9,000 9,000 0

01 포상금 9,000 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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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44 27,944 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944 27,944 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7,94427,944,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7,232 30,313 46,919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7,232 30,313 46,919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77,23277,232,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6,600 11,000 △4,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600 11,000 △4,400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6,6002,200,000원*3대

개별주택가격조사 278,262 277,645 617

국 110,402

시 167,860

101 인건비 101,084 96,025 5,059

국 31,178

시 69,906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84 96,025 5,059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93,400

― 인부임 73,49768,720원*1.5명*23개동*31일

국 23,815

시 49,682

― 간식비 4,2782,000원*23명*31일*3회

국 1,426

시 2,852

― 생활임금보전수당 2,836

― 주휴수당 11,064

82,180원*23명*1.5월

68,720원*23명*7일

국 3,073

시 7,991

― 교통비 1,72550,000원*23명*1.5월

국 575

시 1,150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 보험료 7,684

― 국민연금 부담금 3,30873,497,000원*4.5%

국 1,072

시 2,236

― 건강보험료 부담금 2,37473,497,000원*3.23%

국 770

시 1,604

― 고용보험료 부담금 1,10373,497,000원*1.5%

국 155

시 948

― 산재보험료 부담금 69673,497,000원*0.946%

국 226

시 4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2032,374,000원*8.51%

국 66

시 137

201 일반운영비 171,418 175,860 △4,442

국 77,064

시 94,354

01 사무관리비 168,390 171,802 △3,412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68,390

―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2,200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42,600

200,000원*11개동

6,200원*23,000호

국 71,300

시 71,300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분 검증수수료

7627,620원*100호

국 381

시 381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2,85925,410원*225호*50%



부서: 세정과

정책: 자체 재원 관리

단위: 자주재원 확보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581

시 1,278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960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3,450

70,000원*28개동

50,000원*23개소*3회

국 1,802

시 1,648

― 개별주택가격조서 및 특성조사표 바인더 구

입 600

― 개별주택가격조서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

594

―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발간 3,245

― 개별주택가격조사용 복사용지 구입

1,200

―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 제작

1,200

― 개별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도면 구입

1,000

― 칼라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2,880

―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 매식비

3,840

4,000원*150건

29,700원*20박스

110원*29,500매

20,000원*5박스*12개월

60,000원*20박스

250,000원*4권

960,000원*1대*3회

8,000원*3명*20회*8월

국 2,000

시 1,840

02 공공운영비 3,028 4,058 △1,030

○공공요금 및 제세 1,228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결과 통

지문 발송 등기우편료 1,228

○시설장비유지비 1,800

―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1,800

2,180원*563건

1,800,000원*1식

202 여비 5,760 5,760 0

국 2,160

시 3,600

01 국내여비 5,760 5,760 0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5,76020,000원*3명*8일*12월

국 2,160

시 3,600

행정운영경비(세정과) 146,979 149,067 △2,088

기본경비(세정과) 146,979 149,067 △2,088

기본경비(세정과) 146,979 149,067 △2,088

201 일반운영비 62,379 64,467 △2,088

01 사무관리비 62,379 64,467 △2,088

○일반수용비 35,979



부서: 세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세정과)

단위: 기본경비(세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사무용품비 5,000

― 복사기 유지관리 4,000

― 복사용지 구입 6,624

―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17,775

―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600

― 칼라복사기 임대료 1,980

○급량비 26,400

― 세정업무 추진 매식비

16,800

―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9,600

100,000원*50명

400,000원*2대*5회

23,000원*24박스*12월

237,000원*15대*5회

25,000원*2대*12월

165,000원*12월

8,000원*35명*5회*12월

8,000원*50명*2회*12월

202 여비 79,200 79,200 0

01 국내여비 79,200 79,200 0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79,20020,000원*33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5,400 5,4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0 5,400 0

○세정과 5,40050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