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하당보건지소

536,965 549,834 △12,869

[기        63,625]

[도        19,088]

[시       454,252]

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350,189 244,100 106,089

[기        63,625]

[도        19,088]

[시       267,476]

지역주민 건강증진

350,189 244,100 106,089

[기        63,625]

[도        19,088]

[시       267,476]

만성질환관리사업 16,500 0 16,500

201 일반운영비 11,900 0 11,900

01  사무관리비

  ○교육용(만성질환,운동)기자재 및 자료제작

  ○만성질환사업 플래카드 제작

  ○홍보용(만성질환,운동)책자 및 리플렛 제작

3,000,000원*1식 =

50,000원*2회 =

1,000원*2종*1,000매 =

0 11,90011,900

3,000

1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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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만성질환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의료기 수리(혈압기, 당뇨측정기 등)

  ○만성질환 프로그램 운영

  ○당뇨시식회 관련 기자재 구입

100,000원*12회 =

200,000원*3회 =

30,000원*25명*4회 =

2,000,000원*1식 =

1,200

600

3,000

2,000

301 일반보상금 600 0 600

10  행사실비보상금

  ○만성질환교육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2,000원*25명*12회 =

0 600600

600

307 민간이전 4,000 0 4,000

01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사업용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000,000원*4회 =

0 4,0004,000

4,000

재활보건사업 17,650 0 17,650

201 일반운영비 2,800 0 2,800

01  사무관리비

  ○재활사업 기록부 제작

  ○재활의료장비 수리비

  ○재활보건사업 기자재

400원*500매 =

300,000원*2회 =

1,000,000원*2회 =

0 2,8002,800

200

600

2,000

301 일반보상금 12,950 0 12,950

10  행사실비보상금 0 10,55010,550

- 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재활자원봉사자 급식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뇌졸중 기능훈련교실 운영 강사수당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  기타보상금

  ○재활전문의 문진수당

5,000원*1명*30회 =

2,000원*15명*8회*10월 =

70,000원*1명*80회 =

100,000원*2명*12회 =

100,000원*1명*24회 =

0 2,400

150

2,400

5,600

2,400

2,400

2,400

307 민간이전 1,900 0 1,900

01  의료및구료비

  ○재활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재활치료실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5,000원*15명*12회 =

1,000,000원*1회 =

0 1,9001,900

900

1,000

방문보건사업 17,200 0 17,200

201 일반운영비 2,800 0 2,800

01  사무관리비

  ○건강교육 강사수당

  ○방문보건사업 기자재 수리 (혈압계 외)

  ○보건지소 업무안내 책자 제작

100,000원*1명*12회 =

200,000원*3종 =

500원*2종*1,000매 =

0 2,8002,800

1,200

600

1,000

307 민간이전 14,400 0 14,400

01  의료및구료비 0 14,400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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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 약품 구입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3,500원*600명*4회 =

2,000원*1,000명*3회 =

8,400

6,000

예방접종사업 및 일반진료 171,589 154,100 17,489

101 인건비 12,891 0 12,891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실 사업인부

    ―인부임

    ―주휴수당

    ―간식비

39,660원*4명*62일 =

39,660원*1명*52일 =

2,000원*4명*62일*2회 =

0 12,89112,891

12,891

9,836

2,063

992

201 일반운영비 3,698 0 3,698

01  사무관리비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백신 및 공병처리 위탁수수료

  ○예방접종 기자재(소모품)및 홍보물 제작

  ○감염성 폐기물보관 전용용기 및 박스구입

2,000원*60kg*12월*0.9 =

700원*30kg*12월 =

200,000원*10회 =

1,000원*150개 =

0 3,6983,698

1,296

252

2,000

150

301 일반보상금 8,400 0 8,400

12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700,000원*1명*12월 =

0 8,4008,400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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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307 민간이전 146,600 154,100 △7,500

01  의료및구료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MMR)

  ○간염백신10세미만(유료)

  ○간염백신10세이상 (유료)

  ○간염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사업(유료)

    ―인플루엔자 백신(유료)

    ―수두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무료)

    ―일본뇌염 백신

    ―65세이상 인플루엔자 백신(무료)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8,500원*1,000명 =

1,700원*1,000명 =

4,000원*1,600명 =

4,000원*200명 =

7,500원*10,000명 =

13,000원*500명 =

3,000원*3,000명 =

7,500원*5,000명 =

100,000원*12회 =

154,100 △7,500146,600

8,500

1,700

6,400

800

81,500

75,000

6,500

46,500

9,000

37,500

1,200

목포알코올상담센터운영

127,250 90,000 37,250

[기        63,625]

[도        19,088]

[시        44,537]

101 인건비 53,100 49,5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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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101 인건비

[기        26,550]

[도         7,965]

[시        18,585]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의 수당(1명)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요원(3명)

8,160,000원 =

44,940,000원 =

49,500 3,60053,100

8,160

[기         4,080]

[도         1,224]

[시         2,856]

44,940

[기        22,470]

[도         6,741]

[시        15,729]

201 일반운영비

48,934 25,804 23,130

[기        24,467]

[도         7,340]

[시        17,127]

01  사무관리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48,934,000원 =

25,804 23,13048,934

4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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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기        24,467]

[도         7,340]

[시        17,127]

202 여비

6,336 11,336 △5,000

[기         3,168]

[도           951]

[시         2,217]

01  국내여비

  ○알코올상담센터 추진여비 6,336,000원 =

11,336 △5,0006,336

6,336

[기         3,168]

[도           951]

[시         2,217]

301 일반보상금

18,880 3,360 15,520

[기         9,440]

[도         2,832]

[시         6,608]

10  행사실비보상금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8,880,000원 =

3,360 15,52018,880

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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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하당보건지소
정책: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단위:지역주민 건강증진

[기         9,440]

[도         2,832]

[시         6,608]

행정운영경비(하당보건지소) 186,776 305,734 △118,958

인력운영비(하당보건지소) 18,975 305,734 △286,759

인력운영비(하당보건지소) 18,975 0 18,975

101 인건비 18,975 0 18,975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건지소 차량운전원

    ―기본급

    ―기말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급량비

45,000원*1명*250일 =

11,250,000원*4/12 =

45,000원*1명*15일 =

45,000원*1명*52일 =

80,000원*1명*12월 =

0 18,97518,975

18,975

11,250

3,750

675

2,340

960

기본경비(하당보건지소) 167,801 0 167,801

기본경비 167,801 0 167,801

201 일반운영비 144,569 0 144,569

01  사무관리비 0 137,89913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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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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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복사기 유지관리(토너구입등)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토너구입등)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보건정보시스템 관리유지비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신문구독료

    ―쓰레기 규격봉투(50리터)

    ―하당보건지소 건물 임차료

    ―청사 청소용품등 구입비

    ―공보의 숙소 월임대료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

    ―유선방송 수수료

  ○피복비

    ―공중보건의사 의사복

    ―접종실 근무자등 근무복

100,000원*15명 =

17,000원*6박스*12월 =

350,000원*1대*4회 =

237,000원*2대*4회 =

140,000원*12월 =

220,000원*12월 =

40,000원*12월 =

11,000원*4종*12월 =

990원*10장*12월 =

9,740,500원*12월 =

150,000원*12월 =

300,000원*12월 =

60,000원*12월 =

8,800원*12월 =

100,000원*1명*1회 =

100,000원*7명*1회 =

134,579

1,500

1,224

1,400

1,896

1,680

2,640

480

528

119

116,886

1,800

3,600

720

106

800

1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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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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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량비

    ―보건사업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매식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분담금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중형승합 장애우차량)

    ―우편후납요금

  ○차량선박비

    ―장애우차량 유류구입비

    ―차량정비 유지 및 소모품

5,000원*14명*3회*12월 =

150,000원*2회 =

23,000원*1대*2회 =

60,000원*1대*1회 =

600,000원*1대*1회 =

220원*100건*12월 =

1,000원*60리터*5회*12월 =

150,000원*1대*12월 =

0 6,670

2,520

2,520

6,670

1,270

300

46

60

600

264

5,400

3,600

1,800

202 여비 23,232 0 23,232

01  국내여비

  ○업무추진 관내여비

  ○보건업무추진 관외여비

20,000원*14명*6회*12월 =

256,000원*3명*4회 =

0 23,23223,232

20,160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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