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 7,146,331 21,907,689 △14,761,358

균 440,000

시 6,706,331

하천 및 소하천 정비 7,100,571 21,861,929 △14,761,358

균 440,000

시 6,660,571

하천 및 소하천 관리 7,100,571 21,861,929 △14,761,358

균 440,000

시 6,660,571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440,000 730,000 △290,000

균 4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40,000 730,000 △290,000

균 44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40,000 730,000 △290,000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440,000440,000,000원

균 440,000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00,000 18,400,000 △14,4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00 18,400,000 △14,4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0 18,400,000 △14,400,000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00,0004,000,000,000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운영 1,449,030 1,441,638 7,392

101 인건비 369,207 235,291 133,91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9,207 235,291 133,916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892

― 기본급 168,336

― 주휴수당 40,080

― 연차수당 8,016

― 연장근로수당

30,060

― 반장수당 400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49,594

― 기본급 33,869

― 주휴수당 8,064

― 연차수당 1,613

― 연장근로수당

6,048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23,626

― 국민연금 13,342

― 건강보험 9,577

― 노인장기요양보험 707

8,350원*8시간*15명*21일*8월

8,350원*8시간*15명*5주*8월

8,350원*8시간*15명*8월

8,350원*4시간*1.5배*15명*40일

50,000원*1명*8월

1,680원*8시간*15명*21일*8월

1,680원*8시간*15명*5주*8월

1,680원*8시간*15명*8월

1,680원*4시간*1.5배*15명*40일

296,486,000원*45/1,000

296,486,000원*32.3/1,000

9,577,000원*7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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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5,325

― 작업복 750

― 안전화 525

― 안전모 150

― 우 의 150

― 방한복 2,250

― 방한화 1,500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구급품비 450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66

― 기본급 22,445

― 주휴수당 5,344

― 연차수당 1,069

― 연장근로수당

4,008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6,615

― 기본급 4,516

― 주휴수당 1,076

― 연차수당 216

― 연장근로수당

807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149

― 국민연금 1,778

― 건강보험 1,276

― 노인장기요양보험 95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90

― 활동복 100

― 활동화 70

― 우 의 20

― 방한복 300

― 방한화 200

50,000원*15명

35,000원*15명

10,000원*15명

10,000원*15명

150,000원*15명

100,000원*15명

30,000원*15명

8,350원*8시간*2명*21일*8월

8,350원*8시간*2명*5주*8월

8,350원*8시간*2명*8월

8,350원*4시간*1.5배*2명*40일

1,680원*8시간*2명*21일*8월

1,680원*8시간*2명*5주*8월

1,680원*8시간*2명*8월

1,680원*4시간*1.5배*2명*40일

39,491,000원*45/1,000

39,491,000원*32.3/1,000

1,276,000원*73.8/1,000

50,000원*2명

35,000원*2명

10,000원*2명

150,000원*2명

100,000원*2명

201 일반운영비 993,423 1,161,947 △168,524

01 사무관리비 15,362 18,562 △3,200

○하천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

540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7,804

― 기본료 1,746

― 검사료 6,058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960

○베르네천 유지용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78

3,000원*15장*12월

58,200원*30개소

11,740원*516개소

70,000원*7명*4회

123,09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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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하천 금지행위 계도용 홍보 현수막 등 제

작 2,500

○유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1,080

50,000원*2종*25개소

9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978,061 1,143,385 △165,324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녹지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0

○하천관리용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5,910

― 장비유지관리 3,000

― 휘발유 2,560

― 오일 350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안내우편료

1,800

○하천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82,272

― 전기료 72,624

― 통신료 9,648

○상동·심곡시민의강 및 삼정천 재처리수 사용

료 733,081

― 기본료 8,081

― 사용료 725,000

○관내 하천전기시설물 유지 운영비

24,000

○시민의강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54,558

― 전기료 35,910

― 통신료 10,710

― 수도료 7,938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25,200

○지하보조 자동 관측 시스템 통신요금

480

○차량유지비 4,800

○하천 및 시민의강 CCTV 장비 유지비

12,000

○재난방송 장비 유지관리비 9,960

○공공요금 및 제세 4,000

― 자동차세 500

― 자동차보험료 800

― 차량 취등록세 2,700

500,000원*2종*20회

100,000원*10대*3회

1,600원*10대*2시간*80일

35,000원*10대*1회

150,000원*12월

6,052,000원*12월

804,000원*12월

224,470원*3개소*12월

50원*14,500,000㎥

400,000원*5개소*12월

2,992,500원*12월

892,500원*12월

661,500원*12월

300,000원*21개소*4회

40,000원*12월

400,000원*1대*12월

1,000,000원*12월

830,000원*12월

500,000원*1대

800,000원*1대

2,700,000원*1대

206 재료비 60,800 40,800 20,000

01 재료비 60,800 40,800 20,000

○하천 및 시민의강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40,000

― 유지관리 자재구입 20,000

― 보식용 수목, 초화류 구입

20,000

20,000원*10종*100점

2,000원*10종*1,00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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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자재구입

20,800800,000원*26개소

301 일반보상금 3,600 3,600 0

12 기타보상금 3,600 3,600 0

○상동시민의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60080,000원*45회

405 자산취득비 22,000 0 2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 0 22,000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22,00022,000,000원*1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211,541 1,213,291 △1,750

203 업무추진비 2,680 2,400 28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 2,400 2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2,68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8,861 1,210,891 △2,030

01 시설비 1,200,820 1,203,160 △2,34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600,000

○심곡천 생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25,000

○상동시민의강 유지관리사업 327,200

― 풀깍기 121,800

― 병해충방제 18,000

― 수형조절 등 38,400

― 청소 및 시설관리 57,000

― 고사목 보식 20,000

― 산책로 보수 50,000

― 시설물 정비 22,000

○하천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관리 단가공사

31,620

○상동시민의강 전기시설물 부분 정비공사

217,000

600,000,000원

25,000,000원

700원*58,000㎡*3회

500원*9,000주*4회

12,000원*1,600주*2회

2원*95,000㎡*300일

100,000원*200주

50,000원*1,000㎡

220,000원*10종*10점

60,000원*527본

217,000,000원

03 시설부대비 8,041 7,731 31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780

○상동 시민의강 유지관리공사

2,356

○하천및시민의강 전기시설물관리 단가공사

342

○상동시민의강 전기시설물 부분 정비공사

1,563

600,000,000원*0.63%

327,200,000원*0.72%

31,620,000원*1.08%

217,000,000원*0.72%

하천 및 소하천 정비 10,000 10,000 0

국공유재산관리 10,000 10,000 0

국공유재산관리 10,000 10,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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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국공유재산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국·공유재산 감정평가및 측량수수료

10,0001,000,000원*10회

행정운영경비(생태하천과) 35,760 35,760 0

기본경비 35,760 35,760 0

기본경비 35,760 35,760 0

201 일반운영비 14,040 14,040 0

01 사무관리비 14,040 14,040 0

○부서운영기본경비 14,040

― 일반수용비 6,240

― 급양비 7,800

40,000원*13명*12월

50,000원*13명*12월

202 여비 18,720 18,720 0

01 국내여비 18,720 18,720 0

○업무추진기본여비 18,720120,000원*13명*12월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25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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