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원조성과

정책: 공원 확충

단위: 테마공원 확대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2,262,063 2,840,990 △578,927

공원 확충 403,569 960,760 △557,191

테마공원 확대 조성 403,569 960,760 △557,191

공원조성 계획 21,840 155,000 △133,160

201 일반운영비 16,260 13,420 2,840

01 사무관리비 5,360 2,520 2,840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360

○미조성공원 유지관리비 2,000

― 현수막, 안내판 제작 2,000

70,000원*12명*4회

2,000,000원

02 공공운영비 10,900 10,900 0

○공공요금 및 제세 3,700

― 자동차세 500

― 자동차보험료 2,800

― 환경개선부담금 400

○차량유지비(검사,수리,유류)

7,200

125,000원*4대

700,000원*4대

100,000원*2대*2회

1,800,000원*4대

203 업무추진비 5,580 5,58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80 5,580 0

○공원조성 계획 업무추진 5,5805,580,000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381,729 0 381,729

401 시설비및부대비 381,729 0 381,729

01 시설비 379,000 0 379,000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379,000379,000,000원

03 시설부대비 2,729 0 2,729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2,729379,000,000원*0.72%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1,795,254 1,817,020 △21,766

휴식 및 문화 체험 1,795,254 1,817,020 △21,766

자연생태공원 운영 1,795,254 1,817,020 △21,766

101 인건비 530,390 454,496 75,89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0,390 454,496 75,894

○자연생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9,982

― 기본급 253,990

― 주휴수당 57,725

― 연차수당 11,545

― 휴일수당 51,973

― 초과근무수당 24,749

○자연생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84,307

― 기본급 53,519

8,590원*8시간*21명*22일*8월

8,590원*8시간*21명*5주*8월

8,590원*8시간*21명*1일*8월

12,890원*8시간*21명*24일

12,890원*40시간*6명*8월

1,810원*8시간*21명*22일*8월



부서: 공원조성과

정책: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단위: 휴식 및 문화 체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휴수당 12,164

― 연차수당 2,433

― 휴일수당 10,968

― 초과근무수당 5,223

○자연생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9,801

― 국민연금 21,794

― 건강보험 16,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1,855

○자연생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300

1,810원*8시간*21명*5주*8월

1,810원*8시간*21명*1일*8월

2,720원*8시간*21명*24일

2,720원*40시간*6명*8월

484,289,000원*45/1,000

484,289,000원*33.35/1,000

21,794,000원*85.1/1,000

150,000원*21명*2회

201 일반운영비 787,184 783,724 3,460

01 사무관리비 348,740 335,280 13,460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181,200

― 입장권 인쇄비 12,000

― 매점 물품구입 120,000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매표,매점)

15,000

― 청소용품 구입 18,000

― 공구 및 자재 구입 15,000

―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연회비 500

―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 300

― 경기도박물관미술관협회 연회비 400

○용역제공 수수료 및 임차료 122,200

― 식물원,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5,400

― 식물원,박물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

역비 3,600

― 식물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1,200

― 식물원,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320

― 관람권 발매 프로그램 유지보수

1,800

― 박물관 전시생물 관리 용역비

21,600

― 박물관 3D영상관 영상물 임차 용역비

21,600

― 자연생태공원 생태연못 관리 용역비

14,400

― 농경관 초가지붕 개초작업 용역비

15,000

― 자연생태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4,000

― 청사소독 용역비 2,000

60원*50,000매*4월

10,000,000원*12월

25,000,000원*2개소*12월*2.5%

1,500,000원*12월

15,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400,000원

450,000원*12월

150,000원*2개소*12월

100,000원*1개소*12월

120,000원*3개소*12월

150,000원*12월

1,800,000원*12월

1,800,000원*12월

1,200,000원*12월

5,000,000원*3개동

70,000원*200톤

400,000원*5회



부서: 공원조성과

정책: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단위: 휴식 및 문화 체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자연생태공원 관리 중장비 임차료

6,000

― 조류탐방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3,480

― 청사 바닥 왁스 용역비 6,000

―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800

○자연생태공원 외래 강사료 2,040

―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 강사비

2,040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6,000

○자연생태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 15,000

― 안내 브로슈어, 교육프로그램 안내지 등 제

작 15,000

○면접 심사위원 수당 300

○자연생태공원 자원봉사자 피복비

2,000

500,000원*12회

290,000원*12월

6,000,000원*1회

900,000원*2회

510,000원*1명*4회

50,000원*5명*104회

300원*50,000부

300,000원*1명

40,000원*50명

02 공공운영비 398,444 398,444 0

○자연생태공원 공공요금 237,244

― 전기요금 82,800

― 박물관 도시가스요금 22,989

ㆍ난방 14,314

ㆍ냉방 8,675

― 식물원 도시가스요금 53,135

ㆍ난방 40,990

ㆍ냉방 12,145

― 상하수도요금 67,500

―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2,820

―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8,000

○시설장비유지비 160,000

― 자연생태공원 장비 유지관리비

10,000

―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00

○자연생태공원 비상의약품 구입

1,200

2,300,000원*3개소*12월

66,000원*43.3750MJ*5월

40,000원*43.3750MJ*5월

135,000원*43.3750MJ*7월

35,000원*43.3750MJ*8월

4,500원*2,500톤*6회

235,000원*12월

8,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0원

300,000원*4회

03 행사운영비 40,000 50,000 △10,000

○자연생태공원 특별 기획전 40,00020,000,000원*2회

206 재료비 316,000 316,000 0

01 재료비 316,000 316,000 0

○식물원 운영물품 구입 72,000

― 식물원 전시생물, 식물, 물품, 자재구입

60,000

― 식물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12,000

5,000,000원*12월

1,000,000원*12월



부서: 공원조성과

정책: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단위: 휴식 및 문화 체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박물관 운영물품 구입 36,000

― 전시관 전시생물, 식물, 물품, 자재 구입

18,000

―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18,000

○수목원 운영물품 구입 208,000

― 야외 전시 식물 구입(전시원, 걸이화분 등)

120,000

― 수목원 등 기타시설 운영 자재구입

72,000

― 수목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16,000

1,500,000원*12월

1,500,000원*12월

20,000,000원*6회

6,000,000원*12월

2,000,000원*8월

301 일반보전금 10,680 15,400 △4,720

09 행사실비지원금 1,080 1,000 80

○자원봉사자 정기회의 운영비

1,0806,000원*30명*6회

12 기타보상금 9,600 14,400 △4,800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9,60010,000원*20명*4개소*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226,900 △76,900

01 시설비 150,000 226,000 △76,000

○자연생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120,000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사전 정산기 설치공

사 30,000

120,000,000원

30,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1,000 20,500 △19,500

02 도서구입비 1,000 1,000 0

○자연생태공원 도서 구입 1,0001,000,000원

행정운영경비(공원조성과) 63,240 63,210 30

인력운영비 3,600 3,570 30

인력운영비 3,600 3,570 30

101 인건비 3,600 3,570 3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00 3,570 30

○자연생태공원 공무직 피복비

3,600150,000원*12명*2회

기본경비 59,640 59,640 0

기본경비 59,640 59,640 0

201 일반운영비 23,760 23,760 0

01 사무관리비 23,760 23,760 0

○부서운영기본경비 23,760

― 일반수용비 10,560

― 급양비 13,200

40,000원*22명*12월

50,000원*22명*12월



부서: 공원조성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공원조성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31,680 31,680 0

01 국내여비 31,680 31,680 0

○업무추진기본여비 31,680120,000원*22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35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