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안전재난과 22,500,000 24,400,000 △1,900,000

도 251,220

시 22,248,780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22,362,599 24,289,064 △1,926,465

도 210,000

시 22,152,599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22,228,295 24,255,845 △2,027,550

도 210,000

시 22,018,295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10,782,795 9,145,660 1,637,135

201 일반운영비 204,470 73,510 130,960

01 사무관리비 66,520 62,040 4,480

□ 일반수용비 54,200

○ 도면복사 및 근무일지 유인
6,000

○ 치수사업설계 사무용품 구입
3,000

○ 복합기 임대료 7,200

○ 하천내 위험안내간판 제작
10,000

○ 하천, 소하천관리 일람도 유인
8,000

○ 하천사업 관련 공고 및 수수료
20,000

□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
800

□ 급량비 11,520

○ 하천관리 업무 추진
11,520

02 공공운영비 137,950 11,470 126,480

□ 공공요금 및 재세 137,950

○ 하천시설물 전기료
6,720

○ 하천시설물 전용회선 통신료
33,600

○ 감천 친수시설(황산폭포) 전기료
60,000

○ 감천 친수시설(황산폭포) 상하수도요금
36,000

○ 반송우편요금 1,630

202 여비 11,600 10,800 800

01 국내여비 11,600 10,800 800

□ 청원경찰 하천감시
4,000

□ 하천,소하천 제방점검
1,200

4,000원*50부*30회

10,000원*30종*10회

600,000원*1대*12월

500,000원*20개소

40,000원*200부

5,000,000원*2개*2회

200,000원*2명*2회

8,000원*8명*180일

20,000원*28개소*12월

100,000원*28개소*12월

5,0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1,630원*1,000회

100,000원*2명*20일

20,000원*2명*30일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 관계기관 업무협의
6,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66,725 9,061,350 1,505,375

01 시설비 10,340,000 8,840,000 1,500,000

□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
500,000

□ 하천 및 수문정비 300,000

□ 지방하천 시설물정밀점검
300,000

□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200,000

□ 하천 지장목 제거 400,000

□ 소하천 지장목 제거
400,000

□ 하천 하상정비 및 준설
500,000

□ 풍수해대비 하천 정비공사
1,000,000

□ 율곡천 보행안전시설 정비공사
200,000

□ 친환경하천수질개선사업
50,000

□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6,490,000

○ 아포읍 송천2리 상송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아포읍 국사3리 득골소하천 정비공사
200,000

○ 농소면 용암리 대방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농소면 월곡리 내지소하천 정비공사
20,000

○ 농소면 용암리 월곡소하천 정비공사
40,000

○ 농소면 노곡리 노곡소하천 정비공사
200,000

○ 농소면 용암리 숲페소하천 정비공사
40,000

○ 남면 오봉1리 오수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남면 부상1리 부상소하천 정비공사
50,000

○ 남면 송곡1리 옥산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남면 오봉2리 갈항소하천 정비공사
20,000

○ 남면 월명1리 월명소하천 정비공사
35,000

80,000원*4명*20회

5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 감문면 덕남1리 유남소하천 정비공사
500,000

○ 감문면 송북리 외현천 정비공사
300,000

○ 감문면 송북리 성북소하천 정비공사
200,000

○ 감문면 남곡리 남곡소하천 정비공사
150,000

○ 어모면 옥율1리 옥율소하천 정비공사
120,000

○ 어모면 옥계1리 섬박골소하천 정비공사
80,000

○ 어모면 임판골소하천 정비공사
80,000

○ 어모면 능치4리 능치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어모면 옥율2리 옥율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어모면 능치리 능치소하천 정비공사
70,000

○ 어모면 군자리 구씨내소하천 정비공사
80,000

○ 봉산면 광천3리 곤천소하천 정비공사
400,000

○ 봉산면 인의리 봉계소하천 정비공사
110,000

○ 봉산면 신암1리 고도암천 정비공사
250,000

○ 봉산면 신암2리 가성소하천 정비공사
40,000

○ 대항면 용복소하천 하상정비공사
40,000

○ 대항면 덕전3리 세송소하천 정비공사
50,000

○ 대항면 대성2리 방하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대항면 덕전리 범어골천 정비공사
60,000

○ 대항면 향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50,000

○ 대항면 운수1리(돌모) 백운천 정비공사
30,000

○ 감천면 무안리 큰솔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감천면 무안리 외안소하천 정비공사
90,000

○ 감천면 용호리 복호소하천 정비공사
85,000

5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 감천면 금송리 이하리천 정비공사
100,000

○ 감천면 용호리 대방천 정비공사
150,000

○ 조마면 신곡리 신곡2천 정비공사
60,000

○ 구성면 무릉천 정비공사
400,000

○ 구성면 송죽1리 송죽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구성면 광명2리 봉대천 정비공사
80,000

○ 구성면 용호리 작내소하천 정비공사
70,000

○ 지례면 신평2리 삼실소하천 정비공사
120,000

○ 지례면 신평1리 소하천 정비사업
120,000

○ 지례면 도곡리 관덕소하천 정비공사
150,000

○ 지례면 원신평 삼실소하천 정비공사
50,000

○ 지례면 거물리 거물천 정비공사
190,000

○ 지례면 관덕2리 구수골 관덕소하천 정비
공사 120,000

○ 부항면 파천리 구남소하천 정비공사
40,000

○ 부항면 어전1리 어전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부항면 지좌리 부항천 정비공사
120,000

○ 대덕면 조룡소하천 정비사업(주민참여예
산) 200,000

○ 증산면 유성2리 대가천 정비공사
60,000

○ 증산면 동안리 동안소하천 정비공사
75,000

○ 증산면 황점리 원황점소하천 정비공사
30,000

○ 증산면 평촌리 옥동천 시설물정비공사
30,000

○ 양금동 감천 산책로 정비공사
50,000

○ 다수동 이로리 다수소하천 정비공사
45,000

03 시설부대비 226,725 221,350 5,375

□ 하천정비 장비임차
200,000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9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 시설부대비 26,725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1,025,500 8,995,185 2,030,315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25,500 8,995,185 2,030,315

01 시설비 10,200,000 8,474,000 1,726,000

□ 연명소하천 정비공사
1,200,000

□ 하강소하천 정비공사
7,000,000

□ 웅곡소하천 정비공사
1,000,000

□ 송문소하천 정비공사
1,000,000

02 감리비 800,000 500,000 300,000

□ 하강소하천 외 1개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800,000

03 시설부대비 25,500 21,185 4,315

□ 소하천 정비사업
25,500

기성제방정비사업 30,000 0 30,000

도 15,000

시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도 15,000

시 15,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 기성제방정비사업 30,000

도 15,000

시 15,000

일반하천개보수사업 140,000 0 140,000

도 70,000

시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 0 140,000

도 70,000

시 70,000

01 시설비 140,000 0 140,000

□ 일반하천개보수사업
140,000

도 70,000

시 70,000

지방하천수문 및 정비사업 50,000 0 50,000

도 25,000

시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도 25,000

10,690,000,000원*0.25/100

1,200,000,000원*1식

7,0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10,200,000,000원*0.25/100

3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단위: 하천관리 및 정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시 25,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 지방하천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50,000

도 25,000

시 25,000

유수지장목제거사업 200,000 0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 유수지장목제거사업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치수사업 예비비(치수사업특별회계) 134,304 33,219 101,085

예비비 134,304 33,219 101,085

801 예비비 134,304 33,219 101,085

01 일반예비비 134,304 33,219 101,085

□ 예비비 134,304

행정운영경비(안전재난과) 137,401 110,936 26,465

도 41,220

시 96,181

인력운영비(치수사업특별회계) 137,401 110,936 26,465

도 41,220

시 96,181

인력운영비 137,401 110,936 26,465

도 41,220

시 96,181

101 인건비 137,401 110,936 26,465

도 41,220

시 96,181

02 기타직보수 137,401 110,936 26,465

□ 하천감시 청원경찰 (2명) 137,401

○ 기본급 61,424

도 18,427

시 42,997

○ 정근수당 2,048

도 614

시 1,434

○ 가족수당 960

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34,304,000원

2,559,300원*2명*12월

2,559,300원*2명*2회*20%

40,000원*2명*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안전재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안전재난과)
단위: 인력운영비(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도 288

시 672

○ 정근수당 가산금
720

도 216

시 504

○ 감독자 수당 720

도 216

시 504

○ 정액급식비 3,120

도 936

시 2,184

○ 명절휴가비 6,143

도 1,843

시 4,300

○ 교통보조비 2,880

도 864

시 2,016

○ 연가보상비 2,560

도 768

시 1,792

○ 특정업무경비 1,200

도 360

시 840

○ 직급보조비 3,960

도 1,188

시 2,772

○ 시간외 근무수당
10,742

도 3,223

시 7,519

○ 보험료 및 기타부담금(연금,재해보상)
40,924

도 12,277

시 28,647

30,000원*2명*12월

30,000원*2명*12월

130,000원*2명*12월

2,559,300원*2명*2회*60%

120,000원*2명*12월

2,559,300원*2명*50%

50,000원*2명*12월

165,000원*2명*12월

9,523원*2명*47시간*12월

40,924,000원*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