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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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생태하천과 3,021,924 6,046,874 △3,024,950

하천 및 소하천 정비 2,973,644 6,001,114 △3,027,470

하천 및 소하천 관리 2,973,644 6,001,114 △3,027,470

하천 및 소하천 유지운영 1,761,243 1,704,109 57,134

101 인건비 566,653 496,741 69,91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6,653 496,741 69,912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7,969

― 기본급 234,394

― 주휴수당 55,808

― 연차수당 11,162

― 연장근로수당

73,248

― 법정·약정휴일수당

12,557

― 반장수당 800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79,034

― 기본급 47,847

― 주휴수당 11,392

― 연차수당 2,279

― 연장근로수당

14,952

― 법정·약정휴일수당

2,564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8,881

― 국민연금 21,016

― 건강보험 16,019

― 노인장기요양보험

1,846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800

― 작업복 2,000

― 작업화 1,000

― 안전모 200

― 우의 200

― 방한복 1,600

― 방한화 1,400

― 장화 400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구급품비 등 2,840

― 구급약품 600

― 비상근무급식비 640

8,720원*20명*8시간*21일*8월

8,720원*20명*8시간*5주*8월

8,720원*20명*8시간*8월

8,720원*20명*4시간*1.5배*70일

8,720원*20명*8시간*9일

50,000원*2명*8월

1,780원*20명*8시간*21일*8월

1,780원*20명*8시간*5주*8월

1,780원*20명*8시간*8월

1,780원*20명*4시간*1.5배*70일

1,780원*20명*8시간*9일

467,003,000원*45/1,000

467,003,000원*34.3/1,000

16,019,000원*115.2/1,000

100,000원*20명

50,000원*20명

10,000원*20명

10,000원*20명

80,000원*20명

70,000원*20명

20,000원*20명

30,000원*20명

8,000원*20명*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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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먹는물 1,600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719

― 기본급 23,440

― 주휴수당 5,581

― 연차수당 1,117

― 연장근로수당

7,325

― 법정·약정휴일수당

1,256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7,906

― 기본급 4,785

― 주휴수당 1,140

― 연차수당 228

― 연장근로수당

1,496

― 법정·약정휴일수당

257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884

― 국민연금 2,099

― 건강보험 1,600

― 노인장기요양보험

185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20

― 작업복 200

― 작업화 100

― 우의 20

― 방한복 160

― 방한화 140

10,000원*20명*8월

8,720원*2명*8시간*21일*8월

8,720원*2명*8시간*5주*8월

8,720원*2명*8시간*8월

8,720원*2명*4시간*1.5배*70일

8,720원*2명*8시간*9일

1,780원*2명*8시간*21일*8월

1,780원*2명*8시간*5주*8월

1,780원*2명*8시간*8월

1,780원*2명*4시간*1.5배*70일

1,780원*2명*8시간*9일

46,625,000원*45/1,000

46,625,000원*34.3/1,000

1,600,000원*115.2/1,000

100,000원*2명

50,000원*2명

10,000원*2명

80,000원*2명

70,000원*2명

201 일반운영비 1,116,990 1,102,768 14,222

01 사무관리비 47,430 20,095 27,335

○역곡천 국유재산 사용료

2,508

○하천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

540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안전검사비 7,804

― 기본료 1,746

― 검사료 6,058

○베르네천 유지용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78

○주요하천 금지행위 계도용 홍보물 제작 9,500

― 홍보물 제작 2,500

― 안내판 제작 7,000

○하천, 시민의강 관리 중장비 임차료

2,400

128,810원*708㎥*2.5%*1.1

3,000원*15장*12월

58,200원*30개소

11,740원*516개소

123,090원*12월

50,000원*2종*25개소

700,000원*10개소

600,000원*4회



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960

○유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1,080

○하천 및 시민의강 CCTV 장비유지비

20,160

70,000원*7명*4회

90,000원*12월

1,68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1,069,560 1,082,673 △13,113

○심곡시민의강 등 주요하천 녹지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0

○하천관리용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10,211

― 장비유지관리 3,000

― 장비유지관리 1,100

― 휘발유 5,376

― 오일 735

○하천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83,725

― 전기료 74,077

― 통신료 9,648

○상동·심곡시민의강 및 삼정천 재처리수 사용

료 808,081

― 기본료 8,081

― 사용료 800,000

○관내 하천전기시설물 유지 관리비

38,400

○시민의강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55,277

― 전기료 36,629

― 통신료 12,792

― 수도료 5,856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33,600

○지하수 보조 자동 관측시스템 통신요금

480

○차량유지비 7,200

― 1톤 화물차 4,800

― 승용전기차 2,400

○재난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0,800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안내우편료

1,786

500,000원*2종*20회

100,000원*10대*3회

100,000원*11대*1회

1,600원*21대*2시간*80일

35,000원*21대*1회

6,173,040원*12월

804,000원*12월

224,470원*3개소*12월

50원*16,000,000㎥

400,000원*8개소*12월

3,052,350원*12월

1,066,000원*12월

488,000원*12월

300,000원*28개소*4회

40,000원*12월

400,000원*1대*12월

200,000원*1대*12월

50,000원*18대*12월

2,480원*60건*12월

206 재료비 69,200 99,200 △30,000

01 재료비 69,200 99,200 △30,000

○하천 및 시민의강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39,600

― 유지관리 자재구입 15,000

― 보식용 수목, 초화류 구입

15,000

― 주요 하천 벚나무 수간주사 약제 구입

6,400

15,000원*10종*100점

1,500원*10종*1,000본

4,000원*2개*800주



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3,200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자재구입

29,600

16,000원*200병

800,000원*37개소

301 일반보전금 3,600 3,600 0

12 기타보상금 3,600 3,600 0

○상동시민의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60080,000원*45회

405 자산취득비 4,800 1,800 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 1,800 3,000

○녹지관리용 장비구입 4,8004,800,000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187,401 2,203,005 △1,015,604

203 업무추진비 2,680 2,68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 2,680 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2,6802,68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184,721 2,200,325 △1,015,604

01 시설비 1,176,690 2,185,940 △1,009,25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600,000

○상동시민의강 유지관리사업 327,200

― 풀깎기 130,500

― 병해충방제 및 시비 46,800

― 수형조절 등 38,400

― 청소 및 시설관리 57,000

― 고사목 보식 20,000

― 시설물 정비 34,500

○베르네천 수변공간 유지관리공사

103,500

○역곡천 수변공간 유지관리공사

87,750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 관리 단가공사

33,240

○심곡천 생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25,000

600,000,000원

750원*58,000㎡*3회

2,600원*9,000주*2회

12,000원*1,600주*2회

2원*95,000㎡*300일

100,000원*200주

345,000원*10종*10점

750원*46,000㎡*3회

750원*39,000㎡*3회

60,000원*554본

25,000,000원

03 시설부대비 8,031 14,385 △6,354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780

○상동시민의강 유지관리사업

2,356

○베르네천 수변공간 유지관리공사

746

○역곡천 수변공간 유지관리공사

790

○하천 및 시민의강 전기시설물관리 단가공사

359

600,000,000원*0.63%

327,200,000원*0.72%

103,500,000원*0.72%

87,750,000원*0.9%

33,240,000원*1.08%

강물이 흐르는 벚꽃길 조성(상동 참여예산) 25,000 0 25,000



부서: 생태하천과

정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 0 25,000

01 시설비 25,000 0 25,000

○강물이 흐르는 벚꽃길 조성(상동 참여예산)

25,000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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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01,000,000원*10회

행정운영경비(생태하천과) 38,280 35,760 2,520

기본경비 38,280 35,760 2,520

기본경비 38,280 35,760 2,520

201 일반운영비 15,120 14,040 1,080

01 사무관리비 15,120 14,040 1,080

○부서운영기본경비 15,120

― 일반수용비 6,720

― 급양비 8,400

40,000원*14명*12월

50,000원*14명*12월

202 여비 20,160 18,720 1,440

01 국내여비 20,160 18,720 1,440

○업무추진기본여비 20,160120,000원*14명*12월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25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