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자원순환과

정책: 자원 및 청소관리

단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전체

자원순환과 493,574 599,167 △105,593

자원 및 청소관리 493,574 599,167 △105,59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493,574 599,167 △105,593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493,574 599,167 △105,593

201 일반운영비 229,977 330,012 △100,035

01 사무관리비 57,175 113,558 △56,383

○재활용선별장 운영 소모품 구입

5,080

○재활용선별인력 방진마스크 구입

2,400

○환경실무원 점호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생수

구입 10,800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측정비

1,200

○재활용 선별직원 특수건강검진비

100

○환경실무원 피복비(작업복, 안전화 등 11종)

36,51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

○환경실무원 점호장 사무용품비

800

423,300원*12월

2,000원*20명*5회*12월

100,000원*9개소*12월

600,000원*2회

25,000원*4명

252,000원*161명*90%

70,000원*2명*2회

100,000원*8개소

02 공공운영비 94,442 122,614 △28,172

○재활용선별장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0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16,224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0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28,800

○재활용선별장 무인경비료(보안)

2,400

○재활용선별장 인터넷 사용료 360

○재활용선별장 유선방송 수신료

120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보험료

600

○재활용품 매각 온비드 입찰 수수료

2,500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환경개선부담금

190

○환경실무원 점호장 난방유류비

13,248

2,000,000원*10대

1,690원*2대*16L*300일

10,000,000원*1식

2,400,000원*12월

200,000원*12월

30,000원*12월

10,000원*12월

300,000원*2대

1,250,000원*2회

95,000원*2회

1,380원*8개소*10리터*120일

03 행사운영비 78,360 93,840 △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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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원순환과

정책: 자원 및 청소관리

단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개최

19,320

○환경실무원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00

○환경실무원 명절 위문품 구입

18,000

○축제관련 환경실무원 노고위문

6,440

○축제 등 행사지원 환경실무원 야근 간식비

4,800

○환경실무원 안전교육에 관한 경비

4,800

○모범 환경실무원 국외여행(부부동반 및 인솔

자포함) 23,000

60,000원*161명*2회

100,000원*10명*2회

50,000원*180명*2회

20,000원*161명*2회

4,000원*30명*20일*2회

80,000원*10명*6회

1,000,000원*23명*1회

206 재료비 5,874 5,874 0

01 재료비 5,874 5,874 0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

3,564

○재활용선별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

2,310

59,400원*5회*12월

38,500원*5회*12월

301 일반보상금 25,529 25,529 0

02 장학금및학자금 19,500 19,500 0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

19,500250,000,000원*7.8%

09 행사실비보상금 2,729 2,729 0

○환경실무원 업무추진 여비 보상금

2,729272,900원*2명*5일

11 기타보상금 3,300 3,300 0

○환경실무원 공상처리비 3,300110,000원*10명*3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50,000 △40,000

01 시설비 10,000 50,000 △40,000

○환경실무원 점호장 시설개선사업비

10,00010,000,000원*1식

602 예치금 222,194 187,752 34,442

01 예치금 222,194 187,752 34,442

○시금고 예치금 222,194222,1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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