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

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단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무회계과 5,112,480 5,139,200 △26,720

특             12,009 12,009 0

도             13,960 13,960 0

군          5,086,511 5,113,231 △26,720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 125,747 134,782 △9,035

특             12,009 12,009 0

군            113,738 122,773 △9,03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25,747 134,782 △9,035

특             12,009 12,009 0

군            113,738 122,773 △9,03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103,702 111,902 △8,200

특             12,009 12,009 0

군             91,693 99,893 △8,200

201 일반운영비 45,984 54,184 △8,200

02 공공운영비 11,000 19,200 △8,200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관리비                 9,000             16,200          △7,200

    ― 지방세 무선단말기 설치비                     0                500            △500

    ― 세외수입 유선단말기 설치비                     0                700            △700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5,000             10,000          △5,000

    ―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000              2,000          △1,000

  ○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1,500              2,500          △1,000

  경정0

  경정0

         경정5,000,000

         경정1,000,000

  경정1,500,000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2,045 22,880 △835

201 일반운영비 22,045 22,880 △835

01 사무관리비 22,045 22,880 △835

  ○ 고속 프린터 장비 유지 보수                10,225             11,060            △835

    ― 디벨로퍼 유니트                 3,065              3,900            △835  경정3,065,000

회계업무 운영 136,262 145,618 △9,356

회계업무의 전문화 136,262 145,618 △9,356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 22,219 26,525 △4,306

201 일반운영비 22,219 26,525 △4,306

01 사무관리비 22,219 26,525 △4,306

  ○ 2009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13,194             15,000          △1,806

  ○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                 8,000             10,500          △2,500

    ― 공인회계사                     0              2,500          △2,500

  경정13,194,000

  경정0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3,950 19,000 △5,050

201 일반운영비 13,950 19,000 △5,050

01 사무관리비 13,950 19,000 △5,050

  ○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8,950             14,000          △5,050       경정8,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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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회계과
정책: 지방세 부과업무
단위: 체납세 징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지방세 부과업무 402,442 407,821 △5,379

체납세 징수 87,326 92,705 △5,379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87,326 92,705 △5,379

101 인건비 10,189 11,255 △1,06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89 11,255 △1,066

  ○ 체납 콜센터 운영 및 전산입력                10,189             11,255          △1,066

    ― 급여                 7,754              8,820          △1,066  경정7,754,000

201 일반운영비 30,010 33,250 △3,240

01 사무관리비 23,710 26,950 △3,240

  ○ 체납처분 및 경·공매 비용                 3,000              5,000          △2,000

  ○ 신용평가 정보 이용 수수료                 2,640              3,000            △360

  ○ CTI(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1,760              2,640            △880

  경정3,000,000

  경정2,640,000

       경정1,760,000

405 자산취득비 3,927 5,000 △1,073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27 5,000 △1,073

  ○ 차량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 개선
                3,927              5,000          △1,073       경정3,927,000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195,144 195,694 △550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70,670 71,220 △550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70,670 71,220 △550

204 직무수행경비 30,050 30,600 △55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50 30,600 △550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본청)
               23,450             24,000            △550       경정23,450,000

읍.면 행정운영경비(세무회계과) 347,352 349,752 △2,400

읍.면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51,600 54,000 △2,400

읍.면 인력운영비(세무회계과) 51,600 54,000 △2,400

204 직무수행경비 51,600 54,000 △2,4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600 54,000 △2,400

  ○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읍,면)
               51,600             54,000          △2,400       경정5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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