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하천과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천과 26,886,335 21,751,614 5,134,721

균 812,000

도 3,382,000

시 22,692,335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13,036,215 9,258,762 3,777,453

균 812,000

도 3,014,000

시 9,210,215

하천관리 13,036,215 9,258,762 3,777,453

균 812,000

도 3,014,000

시 9,210,215

지방하천 개보수 6,768,100 2,022,700 4,745,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68,100 2,022,700 4,745,400

01 시설비 6,435,640 2,018,884 4,416,756

  ○문정동 한우프라자 앞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596,220

  ○풍기읍 남원천 스윙교 바닥 보수공사
198,560

  ○한정철교~사일교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1,185,716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1,046,220

  ○순흥면 내죽2리 죽계천 제방정비공사
129,064

  ○우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지구지정     
    수립용역 20,000

  ○서천둔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98,560

  ○서천폭포 바닥 보수공사
30,000

  ○서천 시설물 개보수공사
120,000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공사
60,000

  ○서천 남원천 폭포 및 가동보 보수
12,500

  ○서천(서천교~한정교) 초화류 관리 및 제초작업
120,000

  ○서천 수변식생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작업
60,000

  ○죽계천 생태공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작업
60,000

  ○서천 제방 및 둔치 풀베기 작업
240,000

  ○철재가도교(서천, 남원천) 설치 및 해체
42,000

75,000원*8,000㎡*99.37/100

    200,000,000원*1식*99.28/100

    850,000원*1,400m*99.64/100

    1,050,000,000원*1식*99.64/100

    1,000,000원*130m*99.28/100

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99.28/100

    30,000,000원*1식

    12,000,000원*10개소

    12,000,000원*5개소

    2,500,000원*5종*1회

30,000,000원*4회

    15,000,000원*4회

    20,000,000원*3회

    80,000,000원*3회

    3,500,000원*2회*6개소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150,000

  ○지방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읍면)
80,000

  ○지방하천 모경방지 장비임차
18,000

  ○서천(한정교~환경사업소) 하상정비 장비임차
100,000

  ○서천 및 남원천 하천 시설물(전기,기계) 관리 용역
9,600

  ○풍기 남원천 이동식 가교 설치사업
80,000

  ○노벨리스앞 둔치주차장 확장공사
248,200

  ○안정면 신전1리 휴식공간 조성사업
500,000

  ○우곡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진입교량 설치공사
800,000

  ○풍기읍 남원천 우안 주차장 조성공사
157,500

  ○한정교 주변 황토길 연장 및 휴게공간 조성
    (주민참여예산) 100,000

  ○남원천변 꽃 조명길 조성(주민참여예산)
73,500

02 감리비 315,000 0 315,000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315,000

03 시설부대비 17,460 3,816 13,644

  ○문정동 한우프라자 앞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3,780

  ○풍기읍 남원천 스윙교 바닥 보수공사
1,440

  ○한정철교~사일교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4,284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3,780

  ○순흥면 내죽2리 죽계천 제방정비공사
936

  ○서천둔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440

  ○노벨리스앞 둔치주창장 확장공사
1,800

하천시설물 관리 274,696 106,199 168,497

101 인건비 124,676 11,725 112,95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676 11,725 112,951

  ○남원천 둔치 잔디관리 인부임
12,314

    15,000,000원*10개소

    800,000원*4대*25개소

    600,000원*3대*10회

100,000,000원*1식

200,000원*12개월*4개소

    80,000,000원*1개소

    125,000원*2,000㎡*99.28/100

    5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75,000원*2,100㎡

100,000,000원*1식

    73,500,000원*1식

26,250,000원*12개월

75,000원*8,000㎡*0.63/100

    200,000,000원*1식*0.72/100

    850,000원*1,400m*0.36/100

    1,050,000,000원*1식*0.36/100

    1,000,000원*130m*0.72/100

    200,000,000원*1식*0.72/100

    125,000원*2,000㎡*0.72/100

    76,960원*8명*20일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서천 둔치 잔디관리 인부임
61,568

  ○서천 둔치 시설물관리 인부임
23,088

  ○지방하천 주변 보호 및 정비 인부임
27,706

201 일반운영비 141,720 86,590 55,130

01 사무관리비 37,680 32,950 4,730

  ○기술자문위원회 19,000

    ―위원회 참석수당
7,000

    ―사전 심의수당 3,000

    ―위원 참석여비 9,000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자문료
1,400

  ○설계용 도서 구입비 1,430

    ―표준품셈 및 건설관리 실무지침
350

    ―건설자재 단가집 1,080

  ○설계 및 원가내역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0

  ○설계실무요령 책자 제작
7,000

  ○기술자문위원회 현수막 제작
600

  ○사업 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3,000

  ○소하천관리위원회 2,850

    ―위원회 참석수당 1,050

    ―사전 심의수당 450

    ―위원 참석여비 1,350

02 공공운영비 101,040 53,640 47,400

  ○서천 남원천 폭포 운영 전기요금
36,000

  ○서천 남원천 시설 운영 통신요금
4,800

  ○풍기 보행자용 스윙교 운영 전기요금
3,600

  ○서천 남원천 가동보 운영 전기요금
4,200

  ○시민운동장, 남원천 폭포 상하수도요금
6,000

  ○서천폭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440

  ○서천 남원천 폭포 청소비
6,000

    76,960원*32명*25일

    76,960원*1명*300일

    76,960원*4명*9일*10개하천

      70,000원*10명*10회

30,000원*10명*10회

90,000원*10명*10회

    70,000원*2명*10회

      70,000원*5권

30,000원*3종*12월

    600,000원*4개

    50,000원*140부

    60,000원*10회

    5,000원*600부

70,000원*5명*3회

30,000원*5명*3회

90,000원*5명*3회

    3,000,000원*12월

    400,000원*12월

    300,000원*12월

    350,000원*12월

    500,000원*12월

    120,000원*12월

    2,000,000원*3개소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승용잔디깍기 기계, 예초기 수리
6,000

  ○서천 가동보 운영 영업배상책임보험
33,000

03 행사운영비 3,000 0 3,000

  ○설계실무 및 기술자문 연찬회
3,000

206 재료비 8,300 7,884 416

01 재료비 8,300 7,884 416

  ○조경관리재료 구입 2,520

    ―비료 1,120

    ―퇴비 1,400

  ○화초 구입 2,100

  ○작업도구 구입 700

  ○잔디깎이 유류대 2,980

    ―휘발유 2,420

    ―엔진오일 560

댐주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905,419 229,863 675,556

101 인건비 23,088 10,992 12,09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88 10,992 12,096

  ○영주댐 주변 화장실 관리 인부임
23,088

201 일반운영비 58,940 45,580 13,360

01 사무관리비 600 300 300

  ○국유재산 대부료(용마루 1공원)
300

  ○영주댐 주변 시설물 안내 현수막 제작
300

02 공공운영비 58,340 45,280 13,060

  ○영주호 용마루2공원 전기요금
5,400

  ○영주호 용혈폭포 전기요금
31,500

  ○영주댐 선착장 전기요금
1,800

  ○영주댐 전망대 승강기 전기요금
1,200

  ○어귀공원 화장실 전기요금
1,200

  ○용마루공원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1,800

  ○CCTV통신요금(용마루공원, 용혈폭포, 선착장)
6,720

  ○용마루공원 외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20

    1,000,000원*3종*2회

    2,200,000원*3개소*5개월

    300,000원*10회

8,000원*70포*2회

200,000원*7톤*1회

10,000원*3종*70포

20,000원*5종*7개

1,920원*420ℓ*3월

3,500원*20ℓ*8월

    76,960원*10명*30일

    300,000원*1식

    60,000원*5개

    450,000원*12월

    3,500,000원*9월

    150,000원*12월

    100,000원*12월

    100,000원*12월

    150,000원*12월

70,000원*8개소*12월

110,000원*1개소*12월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영주댐 전망대(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3,000

  ○용마루공원 공원등 외 전기시설 보수 및 수리
4,000

  ○용마루공원 예초기 및 브로워 수리비
400

206 재료비 3,391 3,291 100

01 재료비 3,391 3,291 100

  ○유류대(휘발유) 231

  ○예초기 수리 부품(삽날 등) 구입
100

  ○영주호 용마루공원 조경관리 재료구입(고형비료 등)
2,660

  ○공원내 화장실 휴지 구입
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20,000 170,000 650,000

01 시설비 815,500 170,000 645,500

  ○용마루공원, 선착장, 영주호 용혈폭포 등 시설물  
    유지관리 50,000

  ○2023년 상반기 용두교 및 용미교 교량 안전점검 용역
20,000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 공사
99,100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
496,400

  ○용마루2공원 진입데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150,000

03 시설부대비 4,500 0 4,500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 공사
900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
3,600

(도)지방하천정비(서천,죽계)(전환사업) 3,464,000 4,400,000 △936,000

도 2,771,000

시 69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64,000 4,400,000 △936,000

도 2,771,000

시 693,000

01 시설비 3,464,000 3,989,200 △525,200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464,000

도 2,771,000

시 693,000

(국)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24,000 0 1,624,000

균 812,000

도 243,000

250,000원*12월

1,000,000원*4회

    200,000원*2회

1,920원*20ℓ*6월

    50,000원*2개

38,000원*70포

    100,000원*4개소

50,000,000원*1식

10,000,000원*2개소

    100,000,000원*1식*99.1/100

    500,000,000원*1식*99.28/100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0.9/100

    500,000,000원*1식*0.72/100

    3,464,000,000원*1식



부서: 하천과
정책: 하천관리(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56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4,000 0 1,624,000

균 812,000

도 243,000

시 569,000

01 시설비 1,624,000 0 1,624,000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24,000

균 812,000

도 243,000

시 569,000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13,485,880 12,018,700 1,467,180

도 368,000

시 13,117,880

하천정비 13,485,880 12,018,700 1,467,180

도 368,000

시 13,117,880

소하천 개·보수사업 4,747,149 3,278,000 1,469,149

101 인건비 28,860 0 28,8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860 0 28,86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860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 인부임
28,860

401 시설비및부대비 4,718,289 3,278,000 1,440,289

01 시설비 4,701,059 3,258,056 1,443,003

  ○소하천 정비 4,701,059

    ―소하천(198개소) 유지관리
500,000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보수
350,000

    ―소하천 하상정비 200,000

    ―원당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20,000

    ―2023년 풍기읍 미곡리 내미곡소하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풍기읍 백리 백동소하천 정비공사
80,000

    ―2023년 풍기읍 백신리 백수동소하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풍기읍 백리 장수골소하천 정비공사
600,000

    ―2023년 이산면 용상2리 내매소하천 정비공사
80,000

    ―2023년 이산면 용상1리 내림소하천 정비공사
80,000

    1,624,000,000원*1식

      76,960원*5명*25일*3개소

      2,000,000원*250km

      50,000,000원*7개소

2,000,000원*100km

      50,000원*2,400m

1,000,000원*200m*99.28/100

      800,000원*100m

1,000,000원*200m*99.28/100

1,000,000원*600m

800,000원*100m

800,000원*100m



부서: 하천과
정책: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하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3년 평은면 오운2리 갈분소하천 정비공사
89,190

    ―2023년 평은면 오운2리 옛고개소하천 정비공사
89,190

    ―2023년 문수면 승문리 승문2소하천 정비공사
89,190

    ―2023년 장수면 반구1리 저름이소하천 정비공사
89,190

    ―2023년 장수면 반구2리 덕암소하천 정비공사
248,200

    ―2023년 안정면 내줄리 줄포소하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봉현면 한천리 백분소하천 정비공사
148,920

    ―2023년 순흥면 덕현리 덕현소하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순흥면 태장3리 태장소하천 정비공사
148,920

    ―2023년 순흥면 배점1리 배점소하천 정비공사
80,000

    ―2023년 단산면 좌석리 연화소하천 정비공사
158,848

    ―2023년 단산면 좌석리 하좌석소하천 정비공사
166,791

    ―2023년 부석면 감곡2리 영모암소하천 정비공사
89,190

    ―2023년 부석면 소천1리 봉래소하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부석면 임곡1리 숲실소하천 정비공사
90,000

    ―2023년 상망동 4통 원당소하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상망동 4통 단운소하천 정비공사
89,190

    ―원당소하천 황토포장 및 세족장 조성사업
200,000

03 시설부대비 17,230 19,944 △2,714

  ○소하천정비 17,230

    ―2023년 풍기읍 미곡리 내미곡소하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풍기읍 백신리 백수동소하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평은면 오운2리 갈분소하천 정비공사
810

    ―2023년 평은면 오운2리 옛고개소하천 정비공사
810

    ―2023년 문수면 승문리 승문2소하천 정비공사
810

500,000원*180m*99.10/100

500,000원*180m*99.10/100

500,000원*180m*99.10/100

500,000원*180m*99.10/100

1,000,000원*250m*99.28/100

1,000,000원*200m*99.28/100

1,000,000원*150m*99.28/100

1,000,000원*200m*99.28/100

1,000,000원*150m*99.28/100

800,000원*100m

800,000원*200m*99.28/100

600,000원*280m*99.28/100

600,000원*150m*99.10/100

1,200,000원*50m

1,000,000원*90m

      1,200,000원*50m

      600,000원*150m*99.10/100

      200,000,000원*1식

1,000,000원*200m*0.72/100

1,000,000원*200m*0.72/100

500,000원*180m*0.90/100

500,000원*180m*0.90/100

500,000원*180m*0.90/100



부서: 하천과
정책: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하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3년 장수면 반구1리 저름이소하천 정비공사
810

    ―2023년 장수면 반구2리 덕암소하천 정비공사
1,800

    ―2023년 안정면 내줄리 줄포소하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봉현면 한천리 백분소하천 정비공사
1,080

    ―2023년 순흥면 덕현리 덕현소하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순흥면 태장3리 태장소하천 정비공사
1,080

    ―2023년 단산면 좌석리 연화소하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단산면 좌석리 하좌석소하천 정비공사
1,210

    ―2023년 부석면 감곡2리 영모암소하천 정비공사
810

    ―2023년 상망동 4통 단운소하천 정비공사
810

세천개보수사업 3,658,730 2,255,700 1,403,030

401 시설비및부대비 3,658,730 2,255,700 1,403,030

01 시설비 3,650,207 2,246,952 1,403,255

  ○세천정비 3,650,207

    ―세천 유지관리 500,000

    ―세천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200,000

    ―세천 하상정비 200,000

    ―2023년 풍기읍 산법리 세천 정비공사
74,325

    ―2023년 이산면 신천1리 깊은달래골 외 2개
      소 세천 정비공사 56,000

    ―2023년 이산면 원리 한성골 세천 정비공사
56,000

    ―2023년 평은면 오운2리 옛고개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평은면 천본2리 물골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평은면 용혈2리 지산지 인근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평은면 강동2리 양잠 인근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문수면 월호1리 멋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문수면 승문1리 곰실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문수면 승문2리 선황댕이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350,000

500,000원*180m*0.90/100

1,000,000원*250m*0.72/100

1,000,000원*200m*0.72/100

1,000,000원*150m*0.72/100

1,000,000원*200m*0.72/100

1,000,000원*150m*0.72/100

800,000원*200m*0.90/100

600,000원*280m*0.72/100

600,000원*150m*0.90/100

      600,000원*150m*0.90/100

2,000,000원*250km

      20,000,000원*10개소

2,000,000원*100km

      300,000원*250m*99.10/100

800,000원*70m

      800,000원*70m

300,000원*200m

      300,000원*200m

600,000원*100m

500,000원*120m

1,000,000원*60m

1,000,000원*200m*99.28/100

500,000원*700m



부서: 하천과
정책: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하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3년 문수면 권선리 피밭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150,000

    ―2023년 문수면 승문1리 신실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80,000

    ―2023년 문수면 만방2리 소정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200,000

    ―2023년 장수면 반구1리 반골 일원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안정면 용산1리 마을 인근 세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안정면 여륵2리 물탕골 세천 정비공사
198,560

    ―2023년 봉현면 하촌리 세천 정비공사
71,352

    ―2023년 봉현면 노좌리 세천 정비공사
79,280

    ―2023년 순흥면 석교1리 남남실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순흥면 태장1리 상태장 세천 정비공사
60,000

    ―2023년 순흥면 태장1리 망장골 세천 정비공사
69,370

    ―2023년 순흥면 청구2리 마을 입구 세천 정비공사
99,100

    ―2023년 부석면 임곡1리 새래이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90,000

    ―2023년 상망동 5통 오룡골 세천 정비공사
99,100

    ―2023년 상줄교회 인근 세천 정비공사
200,000

03 시설부대비 8,523 8,748 △225

  ○세천정비 8,523

    ―2023년 풍기읍 산법리 세천 정비공사
675

    ―2023년 문수면 승문1리 곰실골 인근 세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안정면 용산1리 마을 인근 세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안정면 여륵2리 물탕골 세천 정비공사
1,440

    ―2023년 봉현면 하촌리 세천 정비공사
648

    ―2023년 봉현면 노좌리 세천 정비공사
720

    ―2023년 순흥면 태장1리 망장골 세천 정비공사
630

    ―2023년 순흥면 청구2리 마을 입구 세천 정비공사
900

1,000,000원*150m

800,000원*100m

500,000원*400m

200,000원*300m

1,000,000원*200m*99.28/100

1,000,000원*200m*99.28/100

      900,000원*80m*99.10/100

      800,000원*100m*99.10/100

600,000원*100m

600,000원*100m

700,000원*100m*99.10/100

1,000,000원*100m*99.10/100

1,500,000원*60m

      1,000,000원*100m*99.10/100

      1,000,000원*200m

      300,000원*250m*0.90/100

1,000,000원*200m*0.72/100

1,000,000원*200m*0.72/100

1,000,000원*200m*0.72/100

      900,000원*80m*0.90/100

      800,000원*100m*0.90/100

700,000원*100m*0.90/100

1,000,000원*100m*0.90/100



부서: 하천과
정책: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하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3년 상망동 5통 오룡골 세천 정비공사
630

소하천정비(생활)(전환사업) 4,344,001 6,200,000 △1,855,999

401 시설비및부대비 4,344,001 6,200,000 △1,855,999

01 시설비 4,328,362 6,177,680 △1,849,318

  ○봉양소하천 정비공사
1,837,362

  ○운문소하천 정비공사
2,491,000

03 시설부대비 15,639 22,320 △6,681

  ○봉양소하천 정비공사
6,639

  ○운문소하천 정비공사
9,000

(도)소하천정비사업(생활) 436,000 255,000 181,000

도 218,000

시 21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36,000 255,000 181,000

도 218,000

시 218,000

01 시설비 436,000 255,000 181,000

  ○2023년 장수면 두전1리 금당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2023년 장수면 화기1리 화기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2023년 안정면 오계2리 청골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2023년 부석면 보계1리 뿔바위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2023년 부석면 보계2리 모치소하천 정비공사
66,000

도 33,000

시 33,000

  ○2023년 고현동 473-8번지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도)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300,000 30,000 270,000

      1,000,000원*70m*0.90/100

    1,844,000,000원*1식*99.64/100

    2,500,000,000원*1식*99.64/100

    1,844,000,000원*1식*0.36/100

    2,500,000,000원*1식*0.36/10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부서: 하천과
정책: 재해관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하천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50,000

시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 270,000

도 150,000

시 150,000

01 시설비 300,000 30,000 270,000

  ○2023년 평은면 강동1리 왕유 세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2023년 안정면 여륵2리 마을 인근 세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2023년 순흥면 배점1리 세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2023년 단산면 마락리 마락교 인근 세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행정운영경비(하천과)(기타/기타) 87,240 85,440 1,800

기본경비 87,240 85,440 1,800

기본경비 87,240 85,440 1,800

201 일반운영비 23,040 21,240 1,800

01 사무관리비 23,040 21,240 1,800

  ○복사용지 구입 3,600

  ○특근매식비 8,640

  ○일반수수료 1,200

  ○소규모 도서구입비 600

  ○소규모 수선비 8,100

    ―복사기(대형) 수리 1,000

    ―프린터 수리 200

    ―복사기 토너 1,000

    ―프린터(흑백) 토너
4,000

    ―프린터(컬러) 토너
1,000

    ―PC수리 300

    ―기타 수리비 600

  ○기타 사무관리비 900

202 여비 59,400 59,400 0

01 국내여비 59,400 59,400 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원*15박스*12월

8,000원*6식*15명*12월

100,000원*12월

50,000원*12월

1,000,000원*1대

100,000원*4대*50%

200,000원*5회*1대

      200,000원*5회*4대

      200,000원*5회*1대

100,000원*15대*20%

50,000원*12월

5,000원*15명*12월



부서: 하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하천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내여비 43,200

  ○관외여비 16,200

203 업무추진비 3,600 3,6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204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 1,200 0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천과장)
1,200

재무활동(하천과)(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277,000 388,712 △111,712

내부거래지출 277,000 388,712 △111,712

내부거래지출 277,000 388,712 △111,71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77,000 388,712 △111,712

01 기타회계전출금 277,000 388,712 △111,712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 277,000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277,000

      ㆍ평은면 송야천 오운제 하천정비공사
70,000

      ㆍ기성제방 정비공사
15,000

      ㆍ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사업
20,000

      ㆍ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70,000

      ㆍ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02,000

        ※기본급 42,183

        ※정근수당 8,573

        ※정액급식비 5,040

        ※명절휴가비 10,287

        ※성과상여금 9,432

        ※연금부담금 26,485

20,000원*15명*12일*12월

90,000원*15명*12일

300,000원*12월

    100,000원*1명*12월

        7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2,183,000원*1식

8,573,000원*1식

5,040,000원*1식

10,287,000원*1식

9,432,000원*1식

26,485,000원*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