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단위: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단위:천원)

환경위생과 265,999 357,467 △91,468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201,968 312,724 △110,756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200,118 274,664 △74,546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 51,380 58,950 △7,570

201 일반운영비 23,658 23,714 △56

01  사무관리비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제

    작

  ○맑고푸른사하 의제21 실천과제 안내 책자

    제작

  ○초등학생 환경 현장체험 운영

  ○환경홍보 현수막 제작

  ○환경지도 서식 제작

  ○신평·장림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

    지보수

  ○수질오염 배출업소 단속장비 구입

    ·채수통

    ·채유통

    ·채수병

    ·프린터 토너

  ○악취 배출업소 단속장비 구입

    ·악취시료 채수통

    ·악취포집기 장비유지보수

  ○명예환경감시단 운영

    ·교육교재 제작

    ·위촉장 제작

    ·모자, 조끼 구입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23,714 △5623,658

 600  300,000원*2회

 3,500  7,000원*500부

 1,600  200,000원*8회

28070,000원*4회

50050,000원*10부

 6,715  1,343,000원*5월

1,100

1651,650원*100개

15500원*30개

2002,000원*100개

720120,000원*6개

1,000

50025,000원*20개

500500,000원

1,930

4008,000원*50부

33011,000원*30매

1,20040,000원*30개

 6,433  91,900원*70공

203 업무추진비 1,300 1,3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

  ○배출업소지도 시책추진

1,300 01,300

500500,000원

800800,000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단위: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단위:천원)

301 일반보상금 21,422 25,236 △3,814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환경감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교통비 실비보상

    ·근무복

10  행사실비보상금

  ○명예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12  기타보상금

  ○명예환경감시단 활동 보상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

  ○환경관리 기술자 보상

15,236 △4,71410,522

10,522

5,2805,000원*4명*22일*12월

2,7462,600원*4명*22일*12월

1,8722,600원*4명*15일*12월

624156,000원*4명

0 900900

 900  30,000원*30명

10,000 010,000

 4,500  50,000원*15명*6월

50050,000원*10건

5,000100,000원*50회

405 자산취득비 5,000 8,700 △3,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

8,700 △3,7005,000

5,0005,000,000원*1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102,389 50,982 51,407

101 인건비 22,629 15,478 7,151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주차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주차

15,478 7,15122,629

 16,075

12,82540,078원*8명*20일*2회

2,56540,078원*8명*4일*2회

20115,390,000원*1.3%

7715,390,000원*0.5%

 391  15,390,000원*2.54%

 16  391,000원*4.05%

6,554

4,81040,078원*1명*60일*2회

96240,078원*1명*12일*2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단위: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단위:천원)

    ·연차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4140,078원*1명*3일*2회

2716,013,000원*4.5%

796,013,000원*1.3%

316,013,000원*0.5%

1536,013,000원*2.54%

 7  153,000원*4.05%

201 일반운영비 79,760 34,904 44,856

01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정기분고지서 제작

    ·독촉장 제작

    ·수시분 고지서 제작

    ·시설물조사 복사용지 구입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02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정기분 일반우편료

    ·정기분 등기우편료

    ·독촉장 우편료

11,124 3,13614,260

14,260

4,00050원*40,000매*2회

8,80050원*88,000매*2회

33055,000원*6박스

 450  15,000원*30박스

 680  170,000원*4개

23,780 41,72065,500

65,500

19,750250원*39,500매*2회

1,7501,750원*500매*2회

44,000250원*88,000매*2회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46,349 44,732 1,617

201 일반운영비 46,349 44,732 1,617

01  사무관리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표준지 구입

    ·표준가스 구입

    ·매연측정여과지(롤식) 구입

    ·단속장비 정도검사

    ·단속장비 유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제작

9,151 △1,8747,277

2,280

12015,000원*4매*2회

330330,000원*1통

 120  24,000원*5통

21070,000원*3대

1,500500,000원*3대

 1,250  250,000원*5개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단위: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단위:천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차 독촉장 제작

    ·2차 독촉장 제작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제작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

    ·과태료 독촉고지서 제작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체납자 압류(해제) 촉탁 수입인지 구입

02  공공운영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송달 우편료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3,147

48370원*(46,000대*15%)

 363  70원*(46,000대*15%*75%)

 483  70원*(46,000대*15%)

 483  70원*(46,000대*15%)

 435  70원*(46,000대*15%*90%)

 900  150,000원*6개

 600  2,000원*300건

35,581 3,49139,072

39,072

12,0751,750원*(46,000대*15%)

1,294250원*(46,000대*15%*75%)

 12,075  1,750원*(46,000대*15%)

 12,075  1,750원*(46,000대*15%)

 1,553  250원*(46,000대*15%*90%)

수질오염 방지 1,850 8,060 △6,21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1,850 4,710 △2,860

201 일반운영비 1,850 4,710 △2,860

01  사무관리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입간판 제작

    ·안내판 제작

    ·무균채수통 구입

    ·우물소독약 구입

  ○먹는샘물 수거비

4,710 △2,8601,850

1,650

1,000500,000원*2개소

200100,000원*2개소

3001,500원*200개

1503,000원*50Kg

200100,000원*2회

위생업소 수준 향상 34,487 8,683 25,804

위생업소 지도 34,487 8,683 25,804

식품위생업소 지도 27,760 5,698 22,062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위생업소 수준 향상
단위: 위생업소 지도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20,540 2,238 18,302

01  사무관리비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민원서류 및 안내문 제작

  ○출입검사기록부 제작

  ○안내문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02  공공운영비

  ○안내문 송달 우편료

2,238 13,80216,040

 13,500  250,000원*54개

1,50075,000원*20부

160160원*1,000부

 880  220,000원*4개

0 4,5004,500

4,500250원*3,000건*6회

206 재료비 3,000 2,500 500

01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검사 수거

2,500 5003,000

3,0006,000원*500건

301 일반보상금 720 960 △240

12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신고 보

    상

960 △240720

 720  30,000원*2건*12월

405 자산취득비 3,500 0 3,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세균오염도 현장측정기(ATP) 구입

0 3,5003,500

 3,500  3,500,000원*1대

공중위생업소 지도 6,727 2,985 3,742

201 일반운영비 1,629 2,145 △516

01  사무관리비

  ○위생등급 평가서식 제작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02  공공운영비

  ○공중위생 교육통지용 등기우편료

2,145 △1,0411,104

10440원*4매*650개소

1,00020,000원*50개소

0 525525

 525  1,750원*300건

301 일반보상금 4,848 840 4,008

12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위생등급평가원 활동비

840 4,0084,848

 840  35,000원*6명*4회

4,00840,078원*5명*20일

405 자산취득비 250 0 25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위생업소 수준 향상
단위: 위생업소 지도 (단위:천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저 자 구입

0 250250

250250,000원*1개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29,544 36,060 △6,516

인력운영비 9,744 9,000 744

인력운영비 9,744 9,000 744

101 인건비 5,544 5,544 0

02  수당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단속 시

    간외근무수당

  ○범인성유해업소 및 퇴·변태업소 야간단

    속 시간외근무수당

5,544 05,544

 4,032  21,000원*4명*4회*12월

 1,512  21,000원*2명*3회*12월

203 업무추진비 4,200 3,456 744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56 7444,200

4,2004,200,000원

기본경비 19,800 27,060 △7,260

기본경비 19,800 27,060 △7,260

201 일반운영비 19,260 15,060 4,200

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15,060 4,20019,260

10,44010,440,000원

8,8208,820,000원

405 자산취득비 540 12,000 △11,4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선풍기 구입

12,000 △11,460540

400400,000원*1대

14035,000원*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