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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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위생과 266,239 303,653 △37,414

국              2,880 2,880 0

구비          263,359 300,773 △37,414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132,311 169,491 △37,180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130,461 167,641 △37,180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 34,190 43,524 △9,334

201 일반운영비 18,603 23,237 △4,634

01 사무관리비 18,513 23,147 △4,634

  ○맑고푸른사하 의제21 실천과제 안내 책자 제
    작                 1,790              3,325          △1,535

  ○초등학생 환경 현장체험 운영
                  765              1,600            △835

  ○신평·장림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
    수                 4,115              6,379          △2,264

      경정 1,790,000원

      경정 765,000원

      경정 4,115,000원

301 일반보상금 9,352 14,052 △4,70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352 7,152 △2,800

  ○환경감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4,352              7,152          △2,800

    ·중식비                 3,280              5,280          △2,000

    ·교통비 실비보상                 1,072              1,872            △800

  경정 3,280,000원

  경정 1,072,000원

10 행사실비보상금 300 900 △600

  ○명예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300                900            △600  경정 300,000원

12 기타보상금 4,700 6,000 △1,300

  ○명예환경감시단 활동 보상                 3,800              4,500            △700

  ○환경관리 기술자 보상                   400              1,000            △600

  경정 3,800,000원

  경정 4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82,016 98,401 △16,385

101 인건비 15,744 22,629 △6,88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44 22,629 △6,885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기간제근로
    자                15,744             16,075            △331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6                391            △315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0                 16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기간제근로자                     0              6,554          △6,554

    ·인부임                     0              4,810          △4,810

    ·주차                     0                962            △962

    ·연차                     0                241            △241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0                271            △271

    ·고용보험 부담금                     0                 79             △79

    ·산재보험 부담금                     0                 31             △31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0                153            △15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0                  7              △7

    

  경정 76,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0원

201 일반운영비 66,272 75,772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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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환경위생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단위: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52,725 62,225 △9,500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52,725             62,225          △9,500

    ·정기분 일반우편료                14,725             18,475          △3,750

    ·독촉장 우편료                36,250             42,000          △5,750

  경정 14,725,000원

  경정 36,250,000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14,255 25,716 △11,461

201 일반운영비 14,255 25,716 △11,461

01 사무관리비 4,055 6,144 △2,089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1,280              2,280          △1,000

    ·단속장비 유지                   500              1,500          △1,000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제작
                  561              1,250            △689

  ○체납자 압류(해제)촉탁 수입인지 구입
                  200                600            △400

  경정 500,000원

      경정 561,000원

      경정 200,000원

02 공공운영비 10,200 19,572 △9,37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송달 우편료                10,200             19,572          △9,372

    ·1차 독촉장                 2,951              6,075          △3,124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951              6,075          △3,124

    ·과태료 납부고지서                 2,951              6,075          △3,124

  경정 2,951,000원

  경정 2,951,000원

  경정 2,951,000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 35,891 36,692 △801

국              2,880 2,880 0

구비           33,011 33,812 △801

위생업소 지도 35,891 36,692 △801

국              2,880 2,880 0

구비           33,011 33,812 △801

공중위생업소 지도 5,926 6,727 △801

301 일반보상금 4,047 4,848 △801

12 기타보상금 4,047 4,848 △801

  ○위생등급평가원 활동비                 3,207              4,008            △801  경정 3,207,000원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30,765 30,198 567

인력운영비 11,487 10,920 567

인력운영비 11,487 10,920 567

101 인건비 7,287 6,720 567

02 수당 7,287 6,720 567

  ○범인성유해업소 및 퇴·변태업소 야간단속 시
    간외근무수당                 3,255              2,688              567      경정 3,2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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