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단위:천원)

생활환경과 10,928,266 10,715,417 212,849

국            142,500

시            169,100

구         10,616,66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2,732,587 2,476,759 255,828

국            134,500

시            134,500

구          2,463,587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244,759 173,018 71,741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63,986 60,397 3,589

201 일반운영비 44,956 39,907 5,049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청소업무관련 각종서식 인쇄

      · 청소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 세외수입(과태료) 고지서

      ·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 청소,지도 단속일지 일체

      · 쓰레기불법투기 경고문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소모품 구입

      · 문구류

      · 단속 사진자료 출력용 컬러프린트

        토너

    ○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홍보 현수막

    ○ CCTV운영 전기공급자 보상 종량제봉투

      (20L)구입

    ○ 차고지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 국토대청결 활동 소모품 구입

    ○ 청소용 재료 구입

      · 빗자루(대)

35,223 3,47938,702

20,702

2,760

 800  100원*8,000매

 330  55원*6,000매

 480  80원*6,000매

 150  50원*3,000매

 1,000  200원*5,000매

980

300300,000원*1식

 680  170,000원*2개*2회

 300  50,000원*3개*2회

 202  430원*3매*26대*12월*0.5

 1,800  150,000원*12월

 200  200,000원*1식

10,500

4,4804,000원*70명*4개*4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단위:천원)

      · 낙엽수거 마대

      · 가로용 마대

    ○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

  ◎ 급량비

    ○ 조기출근기사 및 순찰근무자 조식대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급식비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 납

      부 및 독촉고지서 등 우편송달

      · 일반

      · 등기

  ◎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시설장비유지비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비

 1,820  1,300원*70명*10장*2월

4,200500원*70명*10장*12월

 3,960  330,000원*12월

18,000

 16,800  5,000원*14명*20일*12월

 1,200  5,000원*4명*5식*12월

4,684 1,5706,254

2,750

 2,750

1,000250원*4,000건

1,7501,750원*1,000건

 1,320  110,000원*12월

2,184

 2,184  7,000원*26대*12월

202 여비 4,000 3,600 400

01  국내여비

  ◎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퇴직예정자)

3,600 4004,000

 4,000  400,000원*10명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국토대청결 업무 추진

1,000 01,000

1,0001,000,000원*1년

301 일반보상금 7,430 8,630 △1,200

12  기타보상금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 환경미화원 관련 보상

    ○ 노동조합창립기념품 지원비

    ○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

8,630 △1,2007,430

 1,200  50,000원*24건

6,230

 1,230  10,000원*123명

5,000500,000원*10명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단위:천원)

04  민간행사보조

  ◎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5,000 05,000

 5,000  5,000,000원*1년

405 자산취득비 1,600 2,260 △6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가로휴지통 구입

2,260 △6601,600

1,600160,000원*10개

쓰레기봉투 판매 180,773 112,621 68,152

201 일반운영비 835 1,310 △475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쓰레기봉투 관련 각종서식 인쇄

      · 신청 및 수불대장

      · 판매조견표

      · 납부 고지서

    ○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소 안내 스티

      커제작

1,310 △475835

835

535

1005,000원*20권

315450원*700매

12080원*1,500매

 300  600원*500매

206 재료비 179,938 108,310 71,628

01  재료비

  ◎ 쓰레기봉투 구입비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100ℓ

  ◎ 판매소 반납 봉투 매입비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100ℓ

108,310 71,628179,938

178,403

98824.69원*40,000매

18,62037.24원*500,000매

62,29062.29원*1,000,000매

29,18491.2원*320,000매

34,143136.57원*250,000매

33,178255.21원*130,000매

1,535

45112원*400매

82204원*400매

160398원*400매

237591원*400매

340969원*350매

6711,917원*350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폐기물 민간위탁 (단위:천원)

폐기물 민간위탁 1,621,766 1,788,526 △166,760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1,370,224 1,536,984 △166,760

307 민간이전 1,077,568 1,261,732 △184,164

05  민간위탁금

  ◎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1,261,732 △184,1641,077,568

 1,077,568  59,600원*22,600톤*0.8

308 자치단체등이전 292,656 252,252 40,404

05  자치단체간부담금

  ◎ 쓰레기 처리비용(매립장, 소각장)

252,252 40,404292,656

 292,656  13,650원*26,800톤*0.8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251,542 251,542 0

307 민간이전 251,542 251,542 0

05  민간위탁금

  ◎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251,542 0251,542

 251,542  20,961,810원*12월

청소차량 관리 866,062 515,215 350,847

국            134,500

시            134,500

구            597,062

청소차량 유지관리 534,062 424,215 109,847

201 일반운영비 534,062 424,215 109,847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차량운행일보, 정비의뢰서 인쇄

    ○ 세차 재료 구입비

      · 자가측정비

      · 폐수처리약품

      · 세제, 밀대, 탈취제

    ○ 청소차 세차장 폐기물처리비

    ○ 청소차고지 정화조 청소요금

    ○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

      · 사이드 브러쉬

      · 롤러 브러쉬

21,850 15022,000

22,000

 590  (2,390원*150권)+(4,620원*50권)

940

10050,000원*2회

3005,000원*3종*20개

54090,000원*6회

 200  100,000원*2톤

 30  30,000원*1회

20,240

 11,440  143,000원*10개*2대*4회

8,800275,000원*4개*2대*4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청소차량 관리 (단위:천원)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자동차세

      · 소형 화물차

      · 중·대형 화물차

    ○ 보험료

      · 소형 화물차

      · 중·대형 화물차

      · 삼륜차

    ○ 환경개선부담금

      · 소형 화물차

      · 중·대형 화물차

    ○ 차고지 전기사용료

    ○ 차고지 상하수도료

  ◎ 시설장비유지비

    ○ 세차장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선박비

    ○ 소형 화물차

      · 15,000km 이상

      · 10,000㎞이상

    ○ 중 · 대형 화물차

      · 15,000km 이상

    ○ 청소차

      · 50,000㎞이상

      · 40,000㎞이상

      · 30,000㎞이상

      · 20,000㎞이상

    ○ 급수살수차

402,365 109,697512,062

40,443

448

34858,000원*6대

100100,000원*1대

23,955

1,750250,000원*7대

17,750710,000원*25대

4,455135,000원*33대

7,340

440110,000원*4대

6,900300,000원*23대

 4,860  180kw*90원*25일*12월

3,840320,000원*12월

300

300300,000원*1년

471,319

19,885

 11,147  4,644,580원*3대*1년*0.8

 8,738  3,640,720원*3대*1년*0.8

5,868

 5,868  7,334,748원*1대*1년*0.8

395,454

 80,157  33,398,660원*3대*1년*0.8

 130,439  27,174,728원*6대*1년*0.8

 67,043  20,950,796원*4대*1년*0.8

 117,815  14,726,864원*10대*1년*0.8

7,34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보호/폐기물)
단위: 청소차량 관리 (단위:천원)

      · 15,000㎞이상

    ○ 삼륜차 유류비

    ○ 삼륜차 수선비

 7,344  9,179,564원*1대*1년*0.8

 22,176  1,400원*50ℓ*33대*12월*0.8

20,59265,000원*33대*12월*0.8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332,000 91,000 241,000

국            134,500

시            134,500

구             63,000

405 자산취득비 332,000 91,000 241,000

국            134,500

시            134,500

구             6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천연가스 압착진개차량(5톤) 구입

  ◎ 천연가스 살수차 구입

91,000 241,000332,000

 90,000  90,000,000원*1대

국             13,500

시             13,500

구             63,000

242,000242,000,000원*1대

국            121,000

시            121,000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보호/대기) 77,401 42,197 35,204

국              8,000

시              9,600

구             59,801

대기및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77,401 42,197 35,204

국              8,000

시              9,600

구             59,80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22,655 24,487 △1,832

201 일반운영비 21,955 24,487 △2,532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정밀검사과태료 업무관련 각종서식 인

      쇄

3,112 △1822,930

2,930

 2,93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보호/대기)
단위: 대기및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단위:천원)

      · 고지서

      · 고지서 통지용 창봉투

      · 안내장 및 독촉장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행정처분

      우송

      · 엽서 · 일반

      · 등기

56070원*8,000매*1년

 210  35원*500매*12월

2,16072원*2,500건*12월

21,375 △2,35019,025

19,025

 19,025

 11,500  (220원*50,000건)+(250원*2,000건)

7,5251,750원*4,300건

405 자산취득비 700 0 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정밀검사고지서출력용 프린터구입(A3)

0 700700

 700  700,000원*1대

매연 및 소음 관리 53,146 17,710 35,436

국              8,000

시              8,000

구             37,146

201 일반운영비 3,340 2,992 348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대기 업무관련 각종서식 인쇄

      · 배출가스 관련 확인서 외 2종

      · 환경오염 점검표 서식

    ○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 배출가스 매연측정용 여지구입

      · 매연측정기 교정 표준지

      · 표준가스 및 산소센서교체비

      · CO/HC 내부필터 외 3종

      · 매연측정기 밧데리

  ◎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492 482,540

2,310

950

 750  25,000원*10권*3종

 200  10,000원*5권*4종

1,360

 360  60,000원*1통*6월

 120  15,000원*4매*2회

 400  400,000원*1개

 280  70,000원*1개*4종

200200,000원*1개

23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보호/대기)
단위: 대기및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단위:천원)

    ○ 매연측정기

    ○ CO/HC 측정기

    ○ 소음측정기

02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매연측정기 수리

    ○ 소음 및 CO/HC 측정기 수리

8585,000원*1대

105105,000원*1대

4020,000원*2대

500 300800

800

200200,000원*1대

 600  200,000원*3대*1회

207 연구개발비 30,000 0 30,000

01  연구용역비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환경보전계

    획수립 연구용역비

0 30,00030,000

 30,000  30,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19,806 10,098 9,708

국              8,000

시              8,000

구              3,806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대기관련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

    ○ 봉급(병장)

    ○ 중식비

    ○ 교통비

    ○ 근무복

    ○ 근무화

    ○ 근무모

    ○ 방한복

12  기타보상금

  ◎ 매연단속 과부하 고장차량 보상

  ◎ 탄소마일리지제도 보상

9,598 △6,2923,306

3,306

1,17097,500원*1명*12월

1,3205,000원*22일*1명*12월

5812,200원*22일*1명*12월

14070,000원*1명*2회

4040,000원*1명

55,000원*1명

5050,000원*1명

500 16,00016,500

 500  100,000원*5대

16,00016,000,000원*1년

국              8,000

시              8,000

자동차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1,600 0 1,600

시              1,600

201 일반운영비 1,600 0 1,6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보호/대기)
단위: 대기및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단위:천원)

201 일반운영비 시              1,600

01  사무관리비

  ◎ 공회전 표지판 제작

0 1,6001,600

1,600400,000원*4개소

시              1,600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75,169 19,605 55,564

시             25,000

구             50,169

수질환경개선의 체계적 구축 73,989 19,175 54,814

시             25,000

구             48,989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10,965 6,145 4,820

201 일반운영비 3,045 3,505 △46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폐수배출업소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

      검사 용기 구입

      · 시료병

      · 채수통

    ○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

      · 오일휀스

      · 롤 흡착포

      · 흡착포

      · 흡착분말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환경관련 행정처분 및 수질검사 안내

      장 우송

      · 일반

      · 등기

2,230 △3101,920

1,920

 750

4503,000원*150개

3001,000원*300개

1,170

460230,000원*2박스

180180,000원*1박스

400100,000원*4박스

130130,000원*1박스

1,275 △1501,125

1,125

 1,125

250250원*1,000건

8751,750원*500건

301 일반보상금 7,920 2,640 5,28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수질관련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

    ○ 중식비

2,640 5,2807,920

7,920

7,9205,000원*22일*6명*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수질환경개선의 체계적 구축 (단위:천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 13,024 13,030 △6

201 일반운영비 13,024 13,030 △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각종서식 인쇄

      · 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서 및 계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서

      · 정화조 처분 사전통지용 창봉투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정화조 청소통지 및 계고장(엽서)

    ○ 정화조 처분사전통지 및 체납관리

      · 일반

      · 등기

1,246 01,246

1,246

1,246

 1,050  35원*15,000매*2종

 70  35원*2,000매*1년

 126  35원*300매*12월

11,784 △611,778

11,778

 7,128  220원*2,700건*12월

4,650

450250원*150건*12월

4,2001,750원*200건*12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000 0 50,000

시             25,000

구             25,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0 50,000

시             25,000

구             25,000

02  공공운영비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0 50,00050,000

 50,000  1,000,000원*50개소

시             25,000

구             25,000

믿을수 있는 물의 지속적 유지 1,180 430 750

먹는물 및 지하수 관리 1,180 430 750

201 일반운영비 1,180 430 75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

      수병 구입

130 450580

580

 130  1,300원*100개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믿을수 있는 물의 지속적 유지 (단위:천원)

    ○ 먹는물 시설(약수터) 소독약 구입

02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먹는 물 시설(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450  4,500원*100kg

300 300600

600

 600  100,000원*6개소*1년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환경보호/환경보호일반) 38,459 37,640 819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38,459 37,640 819

환경단체 지원 및 환경보호 2,950 2,950 0

201 일반운영비 200 200 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환경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

200 0200

200

 200  50,000원*4개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업무추진

1,000 01,000

 1,000  1,000,000원*1년

301 일반보상금 1,750 1,750 0

12  기타보상금

  ◎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

  ◎ 환경감시 참여민간인 보상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

1,750 01,750

 150  5,000원*30건

 600  15,000원*4명*10일

 1,000  2,000,000원*5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35,509 34,690 819

101 인건비 11,000 10,357 643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조사인부임

    ○ 주휴수당

    ○ 사회보험료

10,357 64311,000

11,000

8,96032,000원*7명*20일*2회

1,79232,000원*7명*4일*2회

248248,000원*1년

201 일반운영비 23,809 23,633 17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6,155 1766,331

6,331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환경보호/환경보호일반)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단위: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 정기분

      · 수시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현수막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

      관리

      · 엽서

      · 일반

      · 등기

6,131

5,62177원*36,500매*2회

51085,000원*6상자

 200  50,000원*2개*2회

17,478 017,478

17,478

 17,478

15,928220원*36,200건*2회

500250원*1,000건*2회

1,0501,750원*300건*2회

303 포상금 700 700 0

01  포상금

  ◎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

700 0700

 700  70,000,000원*5/100*20%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환경보호/폐기물) 1,624,856 1,793,701 △168,84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763,707 953,729 △190,02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681,607 849,203 △167,596

201 일반운영비 70,462 3,551 66,911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구입

      · 장갑

      · 손전등

      · 마스크

      · 앞치마

      · 허리주머니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 브러

      쉬 구입

3,551 66,91170,462

70,462

 1,600  80원*2종*10,000매

 650  50,000원*13개

2,392

192200원*40명*24회

64016,000원*40명

7203,000원*40명*6회

3604,500원*40명*2회

4806,000원*40명*2회

 820  820,000원*1개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환경보호/폐기물)
단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단위: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용기 물기제거판

      제작  65,000  1,000원*65,000개

203 업무추진비 500 5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음식물분리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500 0500

 500  500,000원*1년

307 민간이전 511,000 715,400 △204,400

05  민간위탁금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715,400 △204,400511,000

 511,000  70,000원*25톤*365일*0.8

308 자치단체등이전 99,645 69,752 29,893

05  자치단체간부담금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시 하수병합처

    리장)

69,752 29,89399,645

 99,645  13,650원*20톤*365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 82,100 104,526 △22,426

201 일반운영비 82,100 103,766 △21,666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고지서 인

      쇄(체납분)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

      증」제작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우

      송(체납분)

88,766 △21,66667,100

67,100

 4,200  70원*60,000매

 62,900  13원*67,200세대*6회*12월

15,000 015,000

15,000

 15,000  250원*60,000건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 861,149 839,972 21,177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856,553 835,376 21,177

201 일반운영비 36,553 15,376 21,177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제작

    ○ 2010년 재활용선별장 부지 임차료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

15,376 21,17736,553

36,553

 21,840  1,400원*15,600개

 11,113  (163,000원*2,479㎡*25/1,000*1년)*1.1

 3,600  50원*72,000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환경보호/폐기물)
단위: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 (단위:천원)

307 민간이전 820,000 820,000 0

05  민간위탁금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820,000 0820,000

 820,000  820,000,000원*1년

1회용품 사용규제 1,461 1,461 0

201 일반운영비 961 961 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1회용품 규제 홍보물 제작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규제 안내문

      우송

      · 일반

      · 등기

400 0400

400

 400  50원*4,000매*2회

561 0561

561

 561

15250원*30건*2회

5461,750원*26개소*12월

301 일반보상금 500 500 0

12  기타보상금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

    금

500 0500

 500  5,000원*100건

재활용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3,135 3,135 0

201 일반운영비 3,135 3,135 0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재활용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 현수막 제작

      · 포장박스 및 패드구입

      · 의류보관용 나프탈렌구입

      · 의류 해상운송비

      · 의류 육로운송비

3,135 03,135

3,135

 3,135

10050,000원*2매

7007,000원*100개

 135  450원*300개

2,0002,000,000원*1식

2002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생활환경과)(기타/기타) 6,379,794 6,345,515 34,279

인력운영비 6,267,624 6,275,041 △7,417

인건비 6,267,624 6,275,041 △7,417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생활환경과)(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101 인건비 6,262,944 6,270,121 △7,177

02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10급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환경미화원 인부임

    ○ 기본급

    ○ 근속가산금

    ○ 상여금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정액수당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 기타가족

    ○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 가계보조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05,412 △4,314101,098

101,098

3,5279,796원*30시간*1명*12월

11,9708,312원*30시간*4명*12월

32,2157,457원*30시간*12명*12월

38,4896,682원*30시간*16명*12월

12,9455,993원*30시간*6명*12월

1,9525,422원*30시간*1명*12월

6,164,709 △2,8636,161,846

5,614,865

974,400700,000원*116명*12월

 912,039  23,400원*116명*28호봉*12월

695,188

213,904922,000원*116명*200%

213,904922,000원*116명*200%

267,380922,000원*116명*250%

247,700

100,22472,000원*116명*12월

77,39655,600원*116명*12월

70,080

55,68040,000원*116명*12월

14,40020,000원*60명*12월

632,316

186,528134,000원*116명*12월

119,71286,000원*116명*12월

165,648119,000원*116명*12월

160,428922,000원*116명*150%

666,339

 505,296  12,100원*116명*30일*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생활환경과)(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 휴일근무수당

      · 년차유급수당

    ○ 위생수당

    ○ 새벽간식비

    ○ 위험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생

      · 고등학생

    ○ 처우개선비

    ○ 환경미화원 퇴직금

  ◎ 환경미화원 작업복(구 · 동)

    ○ 춘추복

    ○ 작업모 및 작업화

    ○ 안전조끼 및 안전띠

    ○ 우의

    ○ 방한모 및 방한장갑

    ○ 방한조끼 및 방한복

  ◎ 정기건강검진료

  ◎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및 공상진료비

    ○ 국민연금

    ○ 공상진료비

  ◎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67,373  48,400원*116명*1일*12월

93,67032,300원*116명*25일

126,67291,000원*116명*12월

63,47645,600원*116명*12월

110,80479,600원*116명*12월

36,954

3,29051,400원*16명*4회

33,664420,790원*20명*4회

133,9774,465,888,000원*3%

1,015,000145,000,000원*7명

24,940

3,48030,000원*116명

 4,060  (5,000원*116명)+(30,000원*116명)

 3,480  (20,000원*116명)+(10,000원*116명)

2,90025,000원*116명

 2,320  (10,000원*116명)+(10,000원*116명)

 8,700  (25,000원*116명)+(50,000원*116명)

5,96389,000원*67명*1회

 116,837  4,599,865,000원*2.54%

4,732116,837,000원*4.05%

218,800

208,800150,000원*116명*12월

10,00010,000,000원*1년

59,799

20,7004,599,860,000원*0.45%

39,0994,599,860,000원*0.85%

 115,910  115,910,000원*1년

203 업무추진비 4,680 4,920 △24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생활환경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생활환경과)(기타/기타)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 △2404,680

 4,680  (350,000원*12월)+(5,000원*8명*12월)

기본경비 112,170 70,474 41,696

기본경비 112,170 70,474 41,696

201 일반운영비 16,170 16,714 △544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 특근급식비

16,714 △54416,170

16,170

 6,570

  ((20,000원*38명*1년)+(23,000원*27명*12월

  ))*0.8

 9,600  (5,000원*40명*5식*12월)*0.8

202 여비 96,000 53,760 42,240

01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여비

53,760 42,24096,000

 96,000  20,000원*10일*40명*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