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도민의 건강증진
단위: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보건환경연구원

4,883,821 5,026,174 △142,353

131,300 0

115,375 0

4,779,499 △142,353

국            131,300

기            115,375

도          4,637,146

도민의 건강증진

866,745 930,104 △63,359

64,300 0

115,375 0

750,429 △63,359

국             64,300

기            115,375

도            687,070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544,518 563,660 △19,142

64,300 0

115,375 0

383,985 △19,142

국             64,300

기            115,375

도            364,843

미생물검사 61,526 70,310 △8,784

101 인건비 7,617 8,185 △568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85 △5687,617

  ◎미생물 검사보조 △5687,617 8,185

    ○급여 △4455,729 6,174

    ○유급휴일수당 △1031,201 1,304

    ○법정부담금 △20687 707

201 일반운영비 290 325 △35

01  사무관리비 325 △35290

  ◎교육용 교재 제작 △35290 325

202 여비 2,450 5,000 △2,550

01  국내여비 5,000 △2,5502,450

  ◎미생물 검사 △2,5502,450 5,000

207 연구개발비 31,805 35,300 △3,495

03  시험연구비 35,300 △3,49531,805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79528,505 30,300

  ◎실험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1,7003,300 5,000

405 자산취득비 19,364 21,500 △2,13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 △2,10118,899

  ◎저온보관고 △1,5008,500 10,000

  ◎냉동고 △3994,601 5,000

  ◎에어콘 △2022,798 3,000

02  도서구입비 500 △35465

  ◎전문서적 구입 △35465 500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68,142 78,500 △10,358

201 일반운영비 1,557 2,000 △443

01  사무관리비 1,600 △3541,246

  ◎감염진단 실무자 교육 △3541,246 1,600

03  행사운영비 400 △89311

  ◎보건소 및 협력병원 설명회 △89311 400

202 여비 6,301 8,000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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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도민의 건강증진
단위: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01  국내여비 8,000 △1,6996,301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1,6996,301 8,000

207 연구개발비 16,544 17,500 △956

03  시험연구비 17,500 △95616,544

  ◎시약 및 기자재 구입 △95612,544 13,500

405 자산취득비 43,740 51,000 △7,26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7,00043,000

  ◎항생제 감수성 자동검사장비 3,00043,000 40,000

  ◎초저온냉동고 △10,0000 10,000

02  도서구입비 1,000 △260740

  ◎전문서적 구입 △260740 1,000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168,380 193,485 △25,105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168,380 193,485 △25,105

101 인건비 7,616 8,185 △569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85 △5697,616

  ◎식품 자가품질검사 보조 △5697,616 8,185

    ○급여 △4455,729 6,174

    ○유급휴일수당 △1031,201 1,304

    ○법정부담금 △21686 707

202 여비 7,270 16,000 △8,730

01  국내여비 16,000 △8,7307,270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7,0005,800 12,800

  ◎식품제조업소 기술지도 △1,7301,470 3,200

207 연구개발비 50,300 65,300 △15,000

03  시험연구비 65,300 △15,00050,300

  ◎시약 및 기자재 구입 △5,00040,300 45,300

  ◎실험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10,00010,000 20,000

405 자산취득비 103,194 104,000 △806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3,000 △306102,694

  ◎에어컨디셔너 △3062,694 3,000

02  도서구입비 1,000 △500500

  ◎전문서적 구입 △500500 1,000

청사 경영관리 153,847 172,959 △19,112

청사 운영 관리 120,707 131,779 △11,072

201 일반운영비 72,197 74,351 △2,154

01  사무관리비 30,531 △4,44026,091

  ◎청사 관리유지 △1,4939,752 11,245

  ◎물류비 및 창고보관료 △1,6008,000 9,600

  ◎국내제작 곤란 물품추천 수수료 △86100 186

  ◎실험복 등 근무복 제작 △4913,209 3,700

  ◎폐액처리비 △7705,030 5,800

02  공공운영비 43,820 2,28646,106

- 51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도민의 건강증진
단위:청사 경영관리

  ◎제세공과금 5,23021,730 16,500

  ◎관용차량유지비 △2,40020,820 23,220

  ◎냉난방연료비 △5443,556 4,100

202 여비 20,110 25,080 △4,970

01  국내여비 7,080 △2,5804,500

  ◎청사운영 업무추진 △2,5804,500 7,080

03  국외여비 18,000 △2,39015,610

  ◎보건분야 선진지견학 △6644,336 5,000

  ◎환경분야 선진지견학 △1,72611,274 13,000

203 업무추진비 8,000 10,00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8,000

  ◎보건 및 환경분야 시책업무추진 △2,0008,000 10,000

301 일반보상금 129 348 △219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8 △219129

  ◎청사운영 업무보조 △219129 348

    ○봉급 △3257 89

    ○중식비 △6050 110

    ○교통비 △2722 49

    ○피복비 △1000 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271 22,000 △1,729

04  시설비 22,000 △1,72920,271

  ◎청사 유지관리 수선 5,00015,000 10,000

  ◎냉온수 보일러 세관 △7295,271 6,000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6,0000 6,000

정보화시스템 운영 19,140 23,580 △4,440

201 일반운영비 17,840 21,100 △3,260

02  공공운영비 21,100 △3,26017,840

  ◎전산망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1,2603,780 5,040

  ◎홈페이지 유지관리 △2,00010,520 12,520

202 여비 1,300 2,480 △1,180

01  국내여비 2,480 △1,1801,300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추진 △1,1801,300 2,480

특수건강검진 14,000 17,600 △3,600

201 일반운영비 14,000 14,600 △600

02  공공운영비 3,600 △6003,000

  ◎건강검진비 △6003,000 3,600

202 여비 0 3,000 △3,000

01  국내여비 3,000 △3,0000

  ◎건강검진 여비 △3,0000 3,000

지역환경 보존

628,030 699,367 △71,337

67,000 0

632,367 △71,337

국             67,000

도            5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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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도민의 건강증진
단위:청사 경영관리

수질보전 강화 173,535 201,555 △28,020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77,085 88,355 △11,270

101 인건비 8,115 8,185 △7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85 △708,115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검사 보조 △708,115 8,185

    ○급여 △686,106 6,174

    ○유급휴일수당 01,304 1,304

    ○법정부담금 △2705 707

207 연구개발비 29,600 35,300 △5,700

03  시험연구비 35,300 △5,70029,600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20016,500 17,700

  ◎실험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4,50013,100 17,600

405 자산취득비 12,000 17,500 △5,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 △5,00012,000

  ◎탁도계 △5,0005,000 10,000

02  도서구입비 500 △5000

  ◎전문도서 구입 △5000 500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 96,450 113,200 △16,750

201 일반운영비 0 700 △700

01  사무관리비 700 △7000

  ◎교육용 교재제작 △7000 700

202 여비 10,000 12,000 △2,000

01  국내여비 12,000 △2,00010,000

  ◎먹는 물 안전성검사 △2,00010,000 12,000

207 연구개발비 38,500 50,000 △11,500

03  시험연구비 50,000 △11,50038,500

  ◎시약 및 기자재 구입 △9,50020,500 30,000

  ◎실험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2,00018,000 20,000

405 자산취득비 47,950 50,500 △2,5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2,50047,500

  ◎암모니아성 질소 자동분석기 △2,50047,500 50,000

02  도서구입비 500 △50450

  ◎전문서적 구입 △50450 500

대기보전 강화

376,541 407,747 △31,206

67,000 0

340,747 △31,206

국             67,000

도            309,541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152,643 167,566 △14,923

201 일반운영비 51,170 54,106 △2,936

01  사무관리비 17,616 △2,93614,680

  ◎측정장비 교정 및 정도검사 △2,93614,680 17,616

202 여비 9,088 11,360 △2,272

01  국내여비 11,360 △2,2729,088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2,2729,088 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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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지역환경 보존
단위:대기보전 강화

207 연구개발비 17,432 21,000 △3,568

03  시험연구비 21,000 △3,56817,432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3,56817,432 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86 2,000 △214

04  시설비 2,000 △2141,786

  ◎무정전 공급장치 교체 △2141,786 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3,167 79,100 △5,933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9,100 △5,93373,167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 △5,93373,167 79,100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50,400 56,865 △6,465

202 여비 21,850 22,880 △1,030

01  국내여비 22,880 △1,03021,850

  ◎대기 기본오염도 검사 △1,03021,850 22,880

207 연구개발비 18,365 23,800 △5,435

03  시험연구비 23,800 △5,43518,365

  ◎시약 및 기자재 구입 △4,68014,820 19,500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7553,545 4,300

실내공기질 검사 39,498 49,316 △9,818

201 일반운영비 2,000 5,676 △3,676

01  사무관리비 5,676 △3,6762,000

  ◎측정장비 교정 및 정도검사 △3,6762,000 5,676

202 여비 7,000 9,640 △2,640

01  국내여비 9,640 △2,6407,000

  ◎실내공기질 검사 △2,6407,000 9,640

207 연구개발비 21,498 24,000 △2,502

03  시험연구비 24,000 △2,50221,498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2,5022,498 5,000

405 자산취득비 9,000 10,000 △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9,000

  ◎라돈측정기 △1,0009,000 10,000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77,954 90,065 △12,111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 34,205 42,005 △7,800

201 일반운영비 2,700 5,000 △2,300

01  사무관리비 5,000 △2,3002,700

  ◎검사장비 정도검사 △3002,700 3,000

  ◎교육용 교재제작 △2,0000 2,000

202 여비 5,920 9,420 △3,500

01  국내여비 9,420 △3,5005,920

  ◎오.폐수검사 △3,5005,920 9,420

207 연구개발비 12,900 14,900 △2,000

03  시험연구비 14,900 △2,00012,900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0009,600 10,600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1,0003,300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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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정책:지역환경 보존
단위: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검사 33,749 38,060 △4,311

202 여비 2,460 6,460 △4,000

01  국내여비 6,460 △4,0002,460

  ◎시료채취 △4,0002,460 6,460

207 연구개발비 14,789 13,600 1,189

03  시험연구비 13,600 1,18914,789

  ◎시약 및 기자재 구입 △8117,789 8,600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 2,0007,000 5,000

405 자산취득비 13,500 15,00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13,500

  ◎초순수 제조장치 △1,50013,500 15,000

행정운영경비(보건환경연구원) 3,385,872 3,396,703 △10,831

인력운영비 3,317,496 3,319,296 △1,8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3,302,948 3,304,748 △1,800

203 업무추진비 16,140 17,940 △1,8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 △1,8007,200

  ◎원장 △1,2004,800 6,000

  ◎연구부장 △6002,400 3,000

기본경비 68,376 77,407 △9,031

부서운영 기본경비 44,026 52,757 △8,731

201 일반운영비 23,125 27,581 △4,456

01  사무관리비 25,550 △4,44121,109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44121,109 25,550

02  공공운영비 2,031 △152,016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52,016 2,031

202 여비 18,862 22,176 △3,314

01  국내여비 22,176 △3,31418,862

  ◎부서운영 국내여비 △3,31418,862 22,176

405 자산취득비 2,039 3,000 △96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9612,039

  ◎수입증지 요금계기(1대) △9612,039 3,000

당직실 운영 24,350 24,650 △300

201 일반운영비 24,350 24,650 △300

01  사무관리비 24,650 △30024,350

  ◎당직실소모품구입 △300300 600

재무활동(보건환경연구원) 3,174 0 3,174

보전지출 3,174 0 3,174

대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3,174 0 3,174

802 반환금기타 3,174 0 3,174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 3,1743,174

  ◎'07년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3,1743,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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