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재난관리과

1,588,162 2,042,154 △453,992

[국        43,504]

[도        42,575]

[시     1,502,083]

민방위 운영

497,403 537,241 △39,838

[국         2,580]

[도        31,017]

[시       463,806]

민방위 교육 및 훈련

497,403 537,241 △39,838

[국         2,580]

[도        31,017]

[시       463,806]

민방위 종합관리 5,220 5,220 0

201 일반운영비 3,920 3,920 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시계획서 제작

    ―주민신고 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10,000원*36권 =

2,360 02,360

1,310

36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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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ㆍ플래카드(小)

      ㆍ주민신고 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민방위 협의회 참석수당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03  행사운영비

  ○민방위대 창설 33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

    ―플래카드 제작

    ―표창장 구입

    ―표창패 구입

50,000원*4개소 =

1,500원*500개 =

70,000원*10명*1회 =

70,000원*5명*1회 =

110,000원*3개소 =

8,000원*30조 =

33,000원*30조 =

1,560 0

200

750

1,050

700

350

1,560

1,560

330

240

990

303 포상금 1,300 1,300 0

01  포상금

  ○민방위업무,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동 시상

    ―우수동

    ―장려동

50,000원*10명*2회 =

200,000원*1개동 =

100,000원*1개동 =

1,300 01,300

1,000

300

200

100

민방위 교육훈련 40,889 59,609 △18,720

201 일반운영비 17,070 17,0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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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민방위 교육 홍보물 제작

      ㆍ플래카드(大)

      ㆍ플래카드(小)

    ―민방위 훈련용 연막탄 구입(5분용)

    ―충무훈련 실시계획서 제작

    ―2008년 을지연습

      ㆍ실시계획서 제작

      ㆍ현황판

      ㆍ플래카드(大)

      ㆍ플래카드(소)

    ―실제훈련

      ㆍ플래카드(大)

      ㆍ플래카드(小)

    ―을지연습 훈련참가자 급식비

  ○임차료

50,000원*50박스 =

110,000원*1개*6회 =

50,000원*5개*6회 =

35,000원*6개*4회 =

10,000원*36권 =

10,000원*100권 =

100,000원*6개 =

110,000원*4매 =

50,000원*4매 =

110,000원*2매 =

50,000원*10매 =

5,000원*200명*2식*3일 =

17,070 △60016,470

14,820

2,500

2,160

660

1,500

840

360

2,240

1,000

600

440

200

720

220

500

6,00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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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훈련 앰프 임차

    ―민방위훈련 텐트 임차

02  공공운영비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330,000원*3회 =

55,000원*4조*3회 =

300,000원*2회 =

0 600

990

660

600

600

301 일반보상금 23,819 33,819 △10,000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민방위 교육여비

  ○직장대장 교육여비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생활민방위 순회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기본교육

    ―보충교육

      ㆍ1차

      ㆍ2차

10,000원*150명*2회 =

10,000원*74명 =

287,900원*10명 =

5,000원*150명*4회 =

100,000원*1명*22개시설 =

100,000원*4명*20회 =

100,000원*4명*5회 =

100,000원*4명*5회 =

33,819 △10,00023,819

3,000

740

2,879

3,000

2,200

12,000

8,000

4,000

2,000

2,000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14,664 24,212 △9,548

[국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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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도         3,473]

[시         8,611]

201 일반운영비

4,584 2,584 2,000

[국         1,476]

[도           817]

[시         2,291]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1개소)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비

1,584,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2,584 2,0004,584

4,584

1,584

[국           476]

[도           317]

[시           791]

1,000

[도           500]

[시           500]

2,000

[국         1,000]

[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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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301 일반보상금

10,080 11,400 △1,320

[국         1,104]

[도         2,656]

[시         6,320]

10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4명)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64회)

3,030,000원 =

650,000원 =

6,400,000원 =

11,400 △1,32010,080

3,030

[국           909]

[도           606]

[시         1,515]

650

[국           195]

[도           130]

[시           325]

6,400

[도         1,920]

[시         4,480]

민방위 시설물 관리 72,533 62,672 9,861

201 일반운영비 46,807 49,407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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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수수료

    ―민방위 가로기 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ㆍ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ㆍ수질검사 수수료(공공지정)

      ㆍ수질검사 수수료(민간지정)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경보싸이렌 전기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유지관리 및 수리

    ―민방위 경보싸이렌 유지관리 및 수리

170,000원*10개소*6월 =

8,250원*1,000매 =

48,740원*8개소*12월 =

177,400원*8개소*4회 =

184,000원*25개소 =

25,000원*10개소*12월 =

100,000원*8개소*4회 =

150,000원*8개소 =

300,000원*10개소*2회 =

46,407

3,000

△13,000

10,400

33,407

33,407

10,200

8,250

14,957

4,680

5,677

4,600

13,400

3,000

3,000

10,400

3,200

1,200

6,000

206 재료비 12,110 5,520 6,590

01  재료비

  ○민방위 경보싸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

5,520 6,59012,110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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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무누액 밀폐형 축전지 ES65-12

    ―무누액 밀폐형 축전지 ES200-12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

193,700원*8개 =

524,000원*8개 =

796,000원*8개 =

1,550

4,192

6,368

307 민간이전 5,616 3,745 1,871

05  민간위탁금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게양 및 철거인부

    ―관리인부

34,660원*22개동*6회 =

34,660원*10명*3회 =

3,745 1,8715,616

5,616

4,576

1,04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 4,000 4,000

04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500,000원*8개소*2회 =

4,000 4,0008,000

8,000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보조)

88,480 65,847 22,633

[도        27,544]

[시        60,936]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도        18,000]

[시        42,000]

04  시설비 0 60,00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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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옥암지구 민방위 경보싸이렌 구축 60,000,000원*1식 = 60,000

[도        18,000]

[시        42,000]

405 자산취득비

28,480 65,847 △37,367

[도         9,544]

[시        18,93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2,700개)

  ○민방위장비 시효 경과품 교체(360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1개소)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1조)

19,000,000원 =

2,530,000원 =

5,000,000원 =

1,950,000원 =

65,847 △37,36728,480

19,000

[도         5,700]

[시        13,300]

2,530

[도           759]

[시         1,771]

5,000

[도         2,500]

[시         2,500]

1,950

[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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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시         1,365]

공익근무요원 관리 275,617 319,681 △44,064

201 일반운영비 6,695 6,695 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증 발급용 젤 구입(코팅제,용지등)

    ―복무기록표, 근무상황부 등 제작

    ―공익근무요원 분기별 복무관리 교육 플래카드 제작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

1,000원*450매 =

500원*300매 =

110,000원*4회 =

75,400원*75명 =

6,695

0

△5,655

5,655

1,040

1,040

450

150

440

5,655

5,655

5,655

301 일반보상금 268,922 312,986 △44,064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하복

58,800원*120명*12월 =

1,700원*120명*250일 =

4,000원*120명*250일 =

50,000원*65명 =

312,986 △44,064268,922

84,672

51,000

120,000

9,750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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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 운영
단위:민방위 교육 및 훈련

    ―동복

  ○공익근무요원 시상

  ○치료비

100,000원*65명 =

50,000원*10명 =

500,000원*120명*5% =

6,500

500

3,000

재해 및 재난 예방

521,924 935,306 △413,382

[국        40,924]

[도        11,558]

[시       469,442]

재난관리

221,424 673,406 △451,982

[국         9,924]

[도         8,558]

[시       202,942]

재난종합관리 137,502 87,164 50,338

101 인건비 11,391 0 11,391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보조

    ―인부임

    ―주휴수당

    ―간식비

34,660원*4명*62일 =

34,660원*1명*52일 =

2,000원*4명*62일*2회 =

0 11,39111,391

11,391

8,596

1,803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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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201 일반운영비 82,251 76,220 6,031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8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메뉴얼 발간

    ―재난,재해예방 홍보 플래카드

    ―방재단 체육행사 플래카드

    ―방재의 날 행사용품

      ㆍ어깨띠

      ㆍ피켓

      ㆍ플래카드(대)

      ㆍ플래카드(소)

    ―재난관리대상시설 재평가 및 안전점검 건축사 수수료

    ―2008년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재난 긴급구조 합동 훈련비

      ㆍ연막탄 구입

      ㆍ상황판제작

      ㆍ플래카드 제작(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10,000원*200부 =

110,000원*10개소 =

110,000원*1개소 =

3,000원*300개 =

30,000원*30개 =

110,000원*1개 =

50,000원*4개 =

230,000원*1명*10일 =

15,000원*150부 =

25,000원*3색*3종*2회 =

100,000원*2개*2회 =

110,000원*2매*2회 =

36,620 △2,98033,640

15,120

2,000

1,100

110

2,110

900

900

110

200

2,300

2,250

1,290

450

400

44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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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ㆍ플래카드

      ㆍ피켓

      ㆍ홍보전단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각종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재해지도작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지역자율방재단

      ㆍ작업모

      ㆍ안전화

      ㆍ우의

      ㆍ장갑

  ○급량비

50,000원*12회 =

30,000원*12개 =

250원*4,000매 =

2,000원*1,000부 =

70,000원*8명*2회 =

70,000원*8명*2회 =

70,000원*10명*4회 =

70,000원*10명*2회 =

70,000원*4명*1회 =

70,000원*4명*2회 =

5,000원*100명 =

25,000원*100명 =

10,000원*100명 =

200원*100켤레*12회 =

600

360

1,000

2,000

7,280

1,120

1,120

2,800

1,400

280

560

4,240

4,240

500

2,500

1,000

24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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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임차료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비 임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방재협회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대민 통보방송 사용료(앰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대민 통보방송 사용료(PEM-NDP)

    ―도 일제방송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해안로 해수위 관측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강우량 관측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재난문자 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침수,해일감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호광장 재난문자 전광판 전기요금

    ―침수,해일감시 CCTV 전기요금

    ―재난재해신고 080 무료전화 사용료

5,000원*20명*20일 =

250,000원*1시간*2일*3종 =

35,000원*4시간*5일*5종 =

1,000,000원*1회 =

20,000원*33회선*12월 =

20,000원*32회선*12월 =

20,000원*1회선*12월 =

50,000원*6대*12월 =

50,000원*1개소*12월 =

50,000원*2개소*12월 =

40,000원*3개소*12월 =

198,000원*5개소*12월 =

5,000원*1개소*12월 =

5,000원*6개소*12월 =

20,000원*5대*12월 =

39,600 9,011

2,000

5,000

1,500

3,500

48,611

38,896

1,000

7,920

7,680

240

3,600

600

1,200

1,440

11,880

60

36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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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재난관리 업무용 핸드폰 사용료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인터넷 회선료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전기요금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수방자재(양수기)유지 유류구입

      ㆍ양수기용 휘발유구입

      ㆍ양수기 수선유지비

    ―재난종합상황실 시설관리유지비

      ㆍ해수면 측정기 유지관리비

      ㆍ강수량 측정기 유지관리비

      ㆍ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ㆍ재해위성전화기 유지관리비

      ㆍ재해음성통보장치 유지관리비

30,000원*1대*12월 =

33,000원*1회선*12월 =

50,000원*12월 =

30,000원*12월 =

1,371원*8L*39대*5일 =

80,000원*39대 =

16,560,000원*6% =

7,500,000원*6% =

7,500,000원*6% =

10,700,000원*6% =

32,000,000원*6% =

360

396

600

360

9,715

5,259

2,139

3,120

4,456

994

450

450

642

1,920

202 여비 4,000 6,144 △2,144

01  국내여비

  ○재난관련 관외여비

  ○재난시설물점검 관내여비

256,000원*2명*5회 =

20,000원*3명*2회*12월 =

6,144 △2,1444,000

2,56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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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301 일반보상금 33,710 4,650 29,06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산불·풍수해 등 재난,재해예방 활동비

  ○119 수난구조대 운영경비

10  행사실비보상금

  ○재난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

  ○정기, 수시 안전점검 참가자 급식비

  ○유관기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실비 보상

    ―교통비

    ―급식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교통비

    ―급식비

12  기타보상금

  ○재난관리 유공민간인 시상

  ○방재의 날 표어,포스터 공모전 시상

1,500,000원*1회 =

1,500,000원*1회 =

8,000원*50명*2회 =

8,000원*5명*30일 =

5,000원*50명*1일*2회 =

5,000원*10명*6회 =

3,000원*10명*30회 =

5,000원*10명*30회 =

3,000원*250명*12회 =

5,000원*250명*12회 =

50,000원*5명*1회 =

70,000원*2개분야*3개부문*3명 =

0

4,650

0

5,000

22,550

1,510

5,000

1,500

1,500

800

1,200

27,200

500

300

2,400

900

1,500

24,000

9,000

15,000

1,510

25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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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303 포상금 150 150 0

01  포상금

  ○재난예방 유공공무원 시상 30,000원*5명*1회 =

150 0150

150

405 자산취득비 6,000 0 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GIS용 서버구입 6,000,000원*1대 =

0 6,0006,000

6,000

수방자재 관리 10,500 10,996 △496

206 재료비 8,500 8,996 △496

01  재료비

  ○우기 모래주머니 제작 및 설치(5KG) 850원*10,000매 =

8,996 △4968,500

8,500

405 자산취득비 2,000 2,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수기 구입 400,000원*5대 =

2,000 02,000

2,000

안전문화운동

65,422 71,246 △5,824

[국         9,924]

[도         4,558]

[시        50,940]

201 일반운영비 19,848 0 19,848

- 17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201 일반운영비
[국         9,924]

[시         9,924]

01  사무관리비

  ○재난취약가구(전기) 안전점검 추진 19,848,000원 =

0 19,84819,848

19,848

[국         9,924]

[시         9,924]

401 시설비및부대비

45,574 8,000 37,574

[도         4,558]

[시        41,016]

04  시설비

  ○범국민안전문화운동(가스시설점검) 45,574,000원 =

8,000 37,57445,574

45,574

[도         4,558]

[시        41,016]

재해 경보시설 관리(보조)

8,000 4,000 4,000

[도         4,000]

[시         4,000]

201 일반운영비

8,000 4,000 4,000

[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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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난관리

201 일반운영비 [시         4,000]

01  사무관리비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8,000,000원 =

4,000 4,0008,000

8,000

[도         4,000]

[시         4,000]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00,500 261,900 38,600

[국        31,000]

[도         3,000]

[시       266,500]

재해예방 13,500 11,900 1,600

201 일반운영비 13,500 11,900 1,6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자재구입 30,000원*450세대 =

11,900 1,60013,500

13,500

13,500

응급복구공사 250,000 25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250,000 0

04  시설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50,000,000원*5개소 =

250,000 0250,000

250,000

- 19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해 및 재난 예방
단위: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풍수해보험

37,000 0 37,000

[국        31,000]

[도         3,000]

[시         3,000]

301 일반보상금

37,000 0 37,000

[국        31,000]

[도         3,000]

[시         3,000]

12  기타보상금

  ○풍수해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20,000,000원 =

17,000,000원 =

0 37,00037,000

37,000

20,000

[국        14,000]

[도         3,000]

[시         3,000]

17,000

[국        17,000]

재무활동 497,163 473,095 24,068

내부거래지출(재난관리과) 497,163 473,095 2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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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재무활동
단위:내부거래지출(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497,163 473,095 24,068

702 기금전출금 497,163 473,095 24,068

01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149,148,753,250원/3년*1/100 =

473,095 24,068497,163

497,163

행정운영경비(재난관리과) 71,672 96,512 △24,840

인력운영비(재난관리과) 4,200 40,620 △36,420

인력운영비(재난관리과) 4,200 40,620 △36,42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난관리과 350,000원*12월 =

4,200 04,200

4,200

기본경비(재난관리과) 67,472 55,892 11,580

기본경비(재난관리과) 67,472 55,892 11,580

201 일반운영비 44,432 44,372 6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00,000원*16명 =

17,000원*10박스*12월 =

44,372 6044,432

11,732

1,600

2,040

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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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재난관리과
정책:행정운영경비(재난관리과)
단위:기본경비(재난관리과)

      ㆍ복사기 유지관리(토너구입 등)

      ㆍ레이져 프린터 카트리지

      ㆍ팩시밀리 토너

    ―신문구독료

    ―재난종합상황실 침구 세탁 및 용품구입

  ○운영수당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 수당

  ○급량비

    ―민방위 업무추진 급식비

    ―민방위 교육추진 매식비

350,000원*2대*4회 =

237,000원*3대*4회 =

110,000원*2대*6회 =

11,000원*4종*12월 =

50,000원*12회 =

30,000원*2명*482일 =

5,000원*16명*3회*12월 =

5,000원*5명*36명 =

2,800

2,844

1,320

528

600

28,920

28,920

3,780

2,880

900

202 여비 23,040 11,520 11,520

01  국내여비

  ○민방위업무 추진 관내여비 20,000원*16명*6회*12월 =

11,520 11,52023,040

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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