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도시공원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8,677,915 11,698,201 △3,020,286

국 375,690

균 244,000

도 957,282

시 7,100,943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7,487,769 10,100,675 △2,612,906

국 79,226

균 130,000

도 843,000

시 6,435,543

도시공원 유지관리 2,040,891 3,657,576 △1,616,685

공원 유지관리 444,990 411,576 33,414

101 인건비 168,224 135,007 33,21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8,224 135,007 33,217

○공원청소, 수목관리, 즉결민원처리 인부임 168,224

― 기본급(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82,832

― 기본급(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

33,133

― 주휴수당 24,316

― 생활임금 보전수당 3,029

― 국민연금 10,822

― 건강보험 7,696

― 장기요양보험 568

― 고용보험 3,608

― 산재보험 2,220

66,800원*5명*248일

66,800원*2명*248일

66,800원*7명*52일

43,260원*7명*10월

240,481,000원*4.50%

240,481,000원*3.2%

7,696,000원*7.38%

240,481,000원*1.50%

240,481,000원*0.923%

201 일반운영비 150,036 87,619 62,417

01 사무관리비 17,930 17,215 715

○일반수용비 11,130

― 도시공원 수목정비 부산물 처리비

3,000

― 공유재산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350

― 공원정비용 종량제봉투(100L)구입

4,680

― 공유재산 전자입찰시스템(온비드) 입찰등록

및 낙찰 수수료 600

― 공원편입 보상토지 이전등기 촉탁용 수입증

지 구입 450

― 도시공원 불법경작 금지 안내판 제작

500

― 공원이용 질서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

550

○임차료 6,800

20,000원*150톤

450,000원*3개소

1,950원*200매*12월

100,000원*6회

15,000원*30건

100,000원*5개소

110,000원*5개소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도시공원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공원 수목이식 장비임차(굴삭)

3,200

― 수목 가지치기 장비임차(고소작업차,5톤)

2,400

― 공원 내 수목 급수차량임차

1,200

50,000원*8H*8일

50,000원*4H*12일

50,000원*4H*6일

02 공공운영비 132,106 70,404 61,702

○공공요금 및 제세 115,630

― 도시공원 전기요금(108개소)

60,000

― 도시공원 상하수도요금(21개소)

48,000

― 부흥산생태통로밑외 2개소 방범용CCTV 인터

넷 사용료 7,630

○시설장비유지비 10,000

― 임대매점 수선비(어민동산,만남의폭포)

2,000

― 도시공원 관리 예취기 등 동력장비 유지비

1,600

― 도시공원 관리 예취기 등 동력장비용 소모

품 구입 6,400

○연료비 6,476

― 도시공원 관리 장비가동 유류비(휘발유)

5,580

― 도시공원 관리 장비가동 유류비(씨씨오일)

480

― 도시공원 관리 장비가동 유류비(윤활유)

416

5,000,000원*12월

4,000,000원*12월

211,940원*3개소*12월

1,000,000원*2개소

50,000원*16대*2회

200,000원*16대*2회

1,550원*300ℓ *12월

6,000원*80ℓ

5,200원*80ℓ

202 여비 7,680 8,900 △1,220

01 국내여비 7,680 8,900 △1,220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추진 관내여비

2,880

○지역현안사업 및 국비지원 협의추진 관외여비

4,800

20,000원*2명*6회*12월

150,000월*4명*8회

206 재료비 13,000 14,000 △1,000

01 재료비 13,000 14,000 △1,000

○도시공원 보식용 수목구매 5,400

○조경수 시비용 유기질비료 구입

5,000

○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1,600

○도시공원 수목정비용 지주목 구입

1,000

5,400원*1,000본

5,000원*1,000포

20,000원*80개소*1회

10,000원*100조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60,000 △60,000

01 시설비 100,000 160,000 △60,00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도시공원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수목보식,수목관

리,환경개선 등) 100,00010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6,050 6,05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50 6,050 0

○도시공원 정비용 장비 구입 6,050

― 기계톱 900

― 예취기 1,750

― 잔디깎기 2,700

― 양날전지기 700

900,000원*1대

350,000원*5대

900,000원*3대

700,000원*1대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1,535,000 1,150,000 3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35,000 1,150,000 385,000

01 시설비 1,535,000 1,150,000 385,000

○도시공원 보상 1,260,000

― 부주산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1,000,000

― 갓바위 근린공원(동광농장) 토지보상

200,000

― 유달산 노적봉 공원조성지 토지보상(소림

학교) 60,000

○ 경관 및 완충녹지 보상 275,000

―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경관녹지 보상(장기

미집행) 200,000

― 대송에이스빌 앞 완충녹지 보상(장기미집

행) 75,000

1,0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고하도 목화(육지면)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 60,901 2,016,000 △1,955,099

101 인건비 45,191 0 45,19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191 0 45,191

○목화정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 45,191

― 기본급 33,133

― 주휴수당 6,948

― 생활임금 보전수당 866

― 국민연금 1,843

― 건강보험 1,311

― 장기요양보험 97

― 고용보험 615

― 산재보험 378

66,800원*2명*248일

66,800*2명*52일

43,260원*2명*10월

40,947,000원*4.5%

40,947,000원*3.2%

1,311,000원*7.38%

40,947,000원*1.5%

40,947,000원*0.923%

201 일반운영비 13,110 0 13,110

01 사무관리비 2,177 0 2,177

○일반수용비 2,177

― 목화정원 정비용 종량제봉투(100L) 구매

702

―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 1,200

1,950원*30매*12월

100,000원*12월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도시공원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목화정원 내 질서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설

치 27555,000원*5개소

02 공공운영비 10,933 0 10,933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 전기요금 2,400

― 수도요금 3,600

○서산초교 충무분교 무인경비용역료

1,800

○목화정원 CCTV 인터넷 사용료 323

○시설장비유지비 2,810

200,000원*12월

300,000원*12월

150,000원*12월

26,840원*12월

28,100㎡*100원

206 재료비 2,600 0 2,600

01 재료비 2,600 0 2,600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1,000

○유기질 비료 구입 1,000

○작업도구 구매 600

20,000원*50포

5,000원*200포

300,000원*2회

공원조성 및 관리 1,838,300 1,730,245 108,055

도 568,000

시 1,270,300

도시공원 조성사업 10,720 27,665 △16,945

201 일반운영비 9,220 1,400 7,820

01 사무관리비 9,220 1,400 7,820

○운영수당 3,920

―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120

―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

당 1,400

― 민간공원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등

1,400

○민간공원조성사업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5,000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등 인

쇄 300

70,000원*8명*2회

70,000원*20명*1회

70,000원*10명*2회

2,500,000원*2회

300,000원*1회

202 여비 1,500 1,265 235

01 국내여비 1,500 1,265 235

○우수 도시공원 벤치마킹 600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기관 협의

900

150,000원*2명*2회

150,000원*2명*3회

공원 시설물 재정비 1,827,580 1,702,580 125,000

도 568,000

시 1,259,580

201 일반운영비 256,580 268,580 △12,000

01 사무관리비 47,580 46,580 1,000

○일반수용비 47,58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공원조성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정체육공원 관리실 및 화장실 소모품 구

입 1,500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29,400

― 수경시설물 수질검사 및 소모품 구입

2,000

―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 이용 안전표지판 및

경계휀스 제작설치 4,500

― 만남의 폭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760

― 만남의 폭포 외 8개소 전기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4,000

― CCTV 모니터링 전용회선 사용료

420

125,000원*12월

300,000원*98개소

100,000원*5개소*4회

500,000원*9개소

480,000원*12월

4,000,000원*1식

35,000원*12월*1개소

02 공공운영비 209,000 222,000 △13,000

○공공요금 및 제세 144,000

― 만남의 폭포 외 9개소 전기요금

72,000

― 만남의 폭포 외 9개소 상하수도요금

72,000

○시설장비유지비 65,000

― 공원시설물(체육시설, 정자 등) 유지관리

10,000

― 만남의 폭포 외 8개소 전기, 계장설비 수선

유지비 27,000

― 만남의 폭포 외 8개소 수중모터펌프 및 기

계설비 수선유지비 18,000

― 벽천폭포 전기실 및 저류조(물탱크) 누수방

지 10,000

6,000,000원*12월

6,000,000원*12월

100,000원*100점

3,000,000원*9개소

2,000,000원*9개소

1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1,000 1,434,000 137,000

도 568,000

시 1,003,000

01 시설비 1,571,000 1,434,000 137,000

○죽산근린공원 정비사업 30,000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부흥어린이공원외 3개

소) 28,000

○특색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 15,000

○상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

70,000

○도시공원 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30,000

○주민참여예산 830,000

― 연산동 백련근린공원내 야외무대 및 객석

설치 100,000

― 서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00,000

30,000,000원*1식

7,000,000원*4개소

1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원*12개소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공원조성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서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50,000

― 남해공원 정비 사업 100,000

― 영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00,000

― 우성~동아아파트 중앙공원 환경개선

60,000

― 둥근공원 주변 인도변 매너블럭 설치

40,000

― 평화광장 근린공원내 화장실 개축

100,000

― 평화광장 미항동산 정원 조성

50,000

― 부주근린공원 야외공연시설 관객석 설치

50,000

― 관내 공원 및 산책로 등 정비

80,000

○연산동 호수공원 개선 70,000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도 70,000

○상동 주공3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상동 야외무대 공원 주변정비

90,00090,000,000원*1식

도 90,000

○신흥동 동아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38,00038,000,000원*1식

도 38,000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0,000100,000,000원*1식

도 100,000

○북항동 노을공원 경관조명 조성

130,000130,000,000원*1식

도 130,000

○산정산 공원정비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연산동8-34(용해호반~백년지구)보행로 조성

및 보행등 설치 70,00070,000,000원*1식

도 70,000

시가지 녹화 2,080,064 2,555,437 △475,373

국 9,226

균 130,000

도 145,000

시 1,795,838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시녹지관리원) 20,350 17,976 2,374

국 9,226

시 11,124

101 인건비 20,350 17,976 2,374

국 9,226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1,12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350 17,976 2,374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20,350

― 기본급 18,45218,452,000원*1명

국 9,226

시 9,226

― 건강보험 576

― 국민연금 831

― 고용보험 277

― 장기요양보험 43

― 산재보험 171

18,452,000원*3.12%

18,452,000원*4.5%

18,452,000원*1.5%

576,000원*7.38%

18,452,000원*0.923%

가로수 조성 및 관리 401,144 199,161 201,983

101 인건비 253,179 166,421 86,75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3,179 166,421 86,758

○가로수 및 수벽 관리 인부임 220,847

― 기본급 144,288

― 주휴수당 26,052

― 생활임금보전수당 7,258

― 국민연금 18,944

― 건강보험 13,134

― 장기요양보험 970

― 산재보험 3,886

― 고용보험 6,315

○부산물 처리장 관리 인부임 32,332

― 기본급 19,239

― 주휴수당 3,474

― 생활임금보전수당 968

― 국민연금 3,789

― 건강보험 2,627

― 장기요양보험 194

― 고용보험 1,263

― 산재보험 778

66,800원*15명*144일

66,800원*15명*26일

3,360원*15명*144일

420,960,000원*4.5%

420,960,000원*3.12%

13,134,000원*7.38%

420,960,000원*0.923%

420,960,000원*1.5%

66,800원*2명*144일

66,800원*2명*26명

3,360원*2명*144일

84,193,000원*4.5%

84,193,000원*3.12%

2,627,000원*7.38%

84,193,000원*1.5%

84,193,000원*0.923%

201 일반운영비 34,615 13,140 21,475

01 사무관리비 10,650 12,140 △1,490

○일반수용비 2,500

― 부산물 처리장 소모품 구입

1,500

― 가로수 사후관리 소모품 구입

1,000

○급량비 1,040

― 도시녹화사업 특근매식비

1,040

○운영수당 1,610

100,000원*5종*3회

10,000원*5종*20개

8,000원*2명*65일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숲속의 전남 위원회 참석 수당

1,260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

○임차료 4,000

― 관수작업용 살수차 임차

2,000

― 재해 피해 및 대형목 작업용 크레인 임차

2,000

○가로수 관리 인부 안전장비 구입

1,500

70,000원*9명*2회

70,000원*5명*1회

50,000원*8시간*5일

50,000원*8H*5일

100,000원*15명*1회

02 공공운영비 23,965 1,000 22,965

○시설장비 유지비 19,365

― 가로수관리 장비 수리비(예초기 외)

6,000

― 임목파쇄기 유지비 6,000

― 장비 유류비 7,365

ㆍ휘발유 1,550

ㆍ경유 4,860

ㆍ씨씨오일 600

ㆍ윤활유 355

○ 공공요금 및 제세 3,600

― 부산물 처리장 전기요금 2,400

― 부산물 처리장 수도요금 1,200

○영조물배상 공제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1,000

150,000원*10대*4회

500,000원*12월

1,550원*100ℓ *10월

1,350원*300ℓ *12월

6,000원*100ℓ

3,550원*100ℓ

200,000원*12월

100,000원*12월

100,000원*10건

206 재료비 21,000 16,400 4,600

01 재료비 21,000 16,400 4,600

○가로수 수목보수용 자재 구입

2,000

○가뭄대비 물주머니 구입 2,500

○가로수 병해충방제 수간주사 구입

4,000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 12,500

20,000원*100개

5,000원*500개

8,000원*500병

25,000원*500개

305 배상금등 2,000 0 2,000

01 배상금등 2,000 0 2,000

○가로수 관련 사고피해 소액 배상금

2,0001,000,000원*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0 85,000

01 시설비 85,000 0 85,000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복구공사

25,000

○임목 부산물 처리장 조성

60,000

500,000원*50본

60,000,000원*1개소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5 자산취득비 5,350 3,200 2,1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350 3,200 2,150

○사후관리 장비 구입 5,350

― 기계톱 구입 1,800

― 예초기 구입 700

― 잔디깎기 1,800

― 송풍기 350

― 수벽전지기 700

900,000원*2대

350,000원*2대

900,000원*2대

350,000원*1대

700,000원*1대

녹지 조성 및 관리 1,238,570 843,300 395,270

도 90,000

시 1,148,570

101 인건비 186,905 169,502 17,40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905 169,502 17,403

○녹지대등 도시녹화사업장 관리 인부임 186,905

― 기본급 120,240

― 주휴수당 17,368

― 생활임금보전수당 6,048

― 국민연금 18,944

― 건강보험 13,134

― 장기요양보험 970

― 고용보험 6,315

― 산재보험 3,886

66,800원*10명*180일

66,800원*10명*26일

3,360원*10명*180일

420,960,000원*4.5%

420,960,000원*3.12%

13,134,000원*7.38%

420,960,000원*1.5%

420,960,000원*0.923%

201 일반운영비 39,165 30,318 8,847

01 사무관리비 7,015 5,388 1,627

○일반수용비 7,015

― 녹지대 및 도시숲 청소용 종량제 봉투

5,265

― 녹지대 불법경작금지 안내판 제작

750

― 녹지대 관리 인부 안전장비 구입

1,000

1,950원*15개소*15매*12월

150,000원*5개소

100,000원*10명*1회

02 공공운영비 32,150 24,930 7,220

○시설장비유지비 32,150

― 녹지대 편익시설물 유지보수

10,000

― 도시녹지 장비 유류대 12,350

ㆍ휘발유 5,580

ㆍ경유 4,860

ㆍ씨씨오일 1,200

ㆍ윤활유 710

― 도시녹화 관리차량 유지비

3,000

10,000,000원*1식

1,550원*300ℓ *12월

1,350원*300ℓ *12월

6,000원*200ℓ

3,550원*200ℓ

1,000,000원*3대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녹지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카니발)

800

― 도시녹지 관리 예취기등 동력장비 유지비

6,000

800,000원*1대

150,000원*10대*4회

202 여비 1,800 2,530 △730

01 국내여비 1,800 2,530 △730

○우수 도시숲 및 녹지 벤치마킹

1,800150,000원*6명*2회

206 재료비 20,700 21,500 △800

01 재료비 20,700 21,500 △800

○수목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

7,200

○편익시설물 보수용 재료 구입

6,000

○산책로 보수용 자재 구입 7,500

8,000원*3종*300개

100,000원*3종*20개

25,000원*300m

401 시설비및부대비 990,000 615,000 375,000

도 90,000

시 900,000

01 시설비 990,000 615,000 375,000

○옥암지구 녹지 유지관리(후광대로 외 19개소)

40,000

○대양산단 녹지 유지관리(대양산단로 외 7개소

) 20,000

○용해2지구 녹지 유지관리(용해지구로 외 11개

소) 20,000

○북항 및 고하도 녹지 유지관리(북항녹지 외 5

개소) 40,000

○주민참여예산 780,000

― 연동 가로수 보호판 정비 30,000

― 연산동 녹지공원 화장실 신축

100,000

― 연산녹지 노후 배수로 보수

80,000

― 대성동 주민쉼터 조성

100,000

― 자유시장 사거리 교통섬 화단조성

50,000

― 유달동 쉼터조성 및 주변정리

60,000

― 죽교동 체육공원 조성공사

100,000

― 북항동 완충녹지 화장실 설치

100,000

― 용해동 포미1차뒤 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100,000

― 삼향동 주민쉼터 개보수 및 환경개선

20,000

20,000,000원*2회

10,000,000원*2회

10,000,000원*2회

20,000,000원*2회

100,000원*300주

100,000,000원*1동

80,000,000원*1개소

100,000,000원*1개소

50,000,000원*1개소

60,000,000원*1개소

100,000,000원*1개소

100,000,000원*1동

100,000,000원*1개소

20,000,000원*1개소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부흥동 평화광장 등나무 숲길조성

40,000

○연산동 파크골프장 개선 30,000

40,000,000원*1개소

30,000,000원*1식

도 30,000

○연산동 야외공연장 정비 20,00020,000,000원*1식

도 20,000

○노후 우산각 개보수(목원동,유달동,만호동,동

명동)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지자체 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 등 조성사

업(도시숲,명상숲,가로수)

310,000 1,060,000 △750,000

균 130,000

시 1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10,000 1,060,000 △750,000

균 130,000

시 180,000

01 시설비 310,000 1,060,000 △750,000

○녹색쌈지숲 조성 200,000200,000,000원*1식

균 100,000

시 100,000

○명상숲 조성 60,00060,000,000원*1개소

균 30,000

시 30,000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운동시설물,

산책로 등) 50,00050,000,000원*1식

숲속의 전남 만들기 110,000 230,000 △120,000

도 55,000

시 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0 230,000 △120,000

도 55,000

시 55,000

01 시설비 110,000 230,000 △120,000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110,000110,000,000원*1식

도 55,000

시 55,000

꽃도시 조성 748,509 569,771 178,738

꽃육묘 및 식재 748,509 569,771 178,738

101 인건비 342,020 270,122 71,89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2,020 270,122 71,898

○꽃육묘하우스 관리 인부임 49,394

― 기본급 40,080

― 주휴수당 6,948

― 생활임금보전수당 2,366

○시가지 꽃 식재 및 관리 인부임 252,577

― 기본급 198,797

66,800원*2명*300일

66,800원*2명*52일

3,360원*2명*352일

66,800원*12명*248일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꽃도시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휴수당 41,684

― 생활임금 보전수당 12,096

○꽃육묘 및 식재관리인부 4대보험 40,049

― 국민연금 17,542

― 건강보험 12,163

― 장기요양보험 898

― 고용보험 5,848

― 산재보험 3,598

66,800*12명*52일

3,360원*12명*300일

389,810,000원*4.5%

389,810,000원*3.12%

12,163,000원*7.38%

389,810,000원*1.5%

389,810,000원*0.923%

201 일반운영비 41,289 19,084 22,205

01 사무관리비 14,356 11,884 2,472

○일반수용비 4,120

― 육묘장 구급약품 구입 120

― 육묘장 운영소모품 구입 4,000

○육묘작업 급량비 1,536

○임차료 8,700

― 꽃육묘장 토지 사용료 3,500

― 꽃조형물 운반 장비 임차료

1,200

― 배양토 제조 장비 임차료

4,000

30,000원*4회

200,000*5종*4회

8,000원*4명*4일*12월

3,500,000원*1년

50,000원*8시간*3회

50,000원*8시간*10일

02 공공운영비 26,933 7,200 19,733

○공공요금 및 제세 14,160

― 꽃육묘장 전기사용료 960

― 가로화단 자동급수시설 전기사용료

5,400

― 상하수도 사용료 7,800

○ 꽃육묘장 무인경비(CCTV)유지관리비

1,440

○시설장비 유지비 11,333

― 꽃육묘장 장비수리(예취기 외 1종)

900

― 꽃육묘장 장비수리(트랙터 외 1종)

1,800

― 장비 유류비 8,633

ㆍ휘발유 5,580

ㆍ경유 1,620

ㆍ씨씨오일 900

ㆍ윤활유 533

80,000원*12월

50,000*9개소*12월

50,000원*13개소*12월

120,000원*12월

150,000원*2종*3회

300,000원*2종*3회

1,550원*300ℓ *12월

1,350원*100ℓ *12월

6,000원*150ℓ

3,550*150ℓ

202 여비 1,200 1,265 △65

01 국내여비 1,200 1,265 △65

○화훼산업 우수시군 벤치마킹 추진

1,200150,000원*2명*4회

206 재료비 204,000 199,300 4,70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꽃도시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재료비 204,000 199,300 4,700

○시가지 식재용 꽃종자 및 꽃묘구입

60,000

○시가지 가로등 걸이화분 구입

21,600

○시가지화단 꽃이름표 제작

12,000

○가로경관 조성용 디자인화분 구입

15,000

○꽃육묘 및 식재관리 재료 95,400

― 꽃묘 비닐 컵포트 15,750

― 꽃육묘 흙제조 재료(상토, 바크, 피트머스

등) 4,000

― 꽃 진열용 PVC울타리 화분

7,500

― 진열용 원형화분 4,000

― 흙(마사토) 8,500

― 교통섬 개량용 상토 23,200

― 유기질비료 6,000

― 꽃재배 복비, 요소 1,900

― 병충해 방제농약 1,250

― 영양제 1,000

― 축제.행사용 이벤트화단 설치 재료

6,750

― 각종 행사 축제장 비치용 화분 및 꽃묘구입

5,000

― 꽃육묘 비닐하우스 피복용 비닐

5,000

― 꽃육묘 보온 터널용 비닐 1,250

― 비닐하우스 해가림 차광막 3,000

― 비닐하우스 터널용 철강활죽

300

― 비닐하우스 보온용 부직포 1,000

25,000원*20종*30봉*4회

120,000원*180개

30,000원*100개*4회

500,000원*30개

35원*450,000개

20,000원*100포*2회

5,000원*1,500개

2,000원*2,000개

17,000원*500㎥

5,800*1,000*4회

4,000원*1,500포

9,500원*200포

25,000원*5종*10회

25,000원*10병*4회

750,000원*3종*3회

10,000원*500개

250,000원*20롤

25,000원*50롤

100,000원*30롤

300원*1,000매

50,000원*20롤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80,000 80,000

01 시설비 160,000 80,000 80,000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40,000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조성

40,000

○육묘장 하우스 비닐교체 사업비

5,000

○시가지 가로화단, 난간걸이 등 자동급수시설

설치 25,000

― 수도시설 인입 2,000

― 전기시설 인입 3,000

20,000,000원*2회

5,000,000원*8개소

5,000,000원*1동

2,000,000원*1개소

3,000,000원*1개소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꽃도시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평화광장 자동급수시설 설치

20,000

○유달산, 삼학도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

(걸이화분, 미니조형물 구입)(공약사항)

50,000

20,000,000원*1개소

100,000원*500m

유달산공원 관리 780,005 1,587,646 △807,641

국 70,000

도 130,000

시 580,005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450,005 1,087,646 △637,641

101 인건비 272,192 221,895 50,29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192 221,895 50,297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272,192

― 인부임 192,384

― 주휴수당 41,684

― 생활임금보전수당 6,244

― 유달산공원 사후관리인부 국민연금

13,879

― 유달산공원 사후관리인부 건강보험

9,869

― 유달산공원 사후관리인부 장기요양보험료

729

― 유달산공원 사후관리인부 고용보험료

4,627

― 유달산공원 사후관리인부 산재보험료

2,776

66,800원*12명*240일

66,800원*12명*52일

43,360원*12명*12월

308,405,000원*4.5%

308,405,000원*3.2%

9,869,000원*7.38%

308,405,000원*1.5%

308,405,000원*0.9%

201 일반운영비 102,829 94,248 8,581

01 사무관리비 33,345 39,039 △5,694

○일반수용비 25,095

― 유달산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9,120

― 주차료 영수증 인쇄 2,296

― 공원청소용 마대구입 1,000

―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100ℓ 용)

3,559

― 공중화장실비치용 소모품구입(비누,방향제

등) 4,800

― 공원시설 이용 안내 및 계도 홍보물 제작

2,000

― 유달산 안내표지판 연차등록비

70

― 공원유지관리 동력장비용 물품구입

2,250

○운영수당 5,850

― 일직비 5,850

○급량비 1,200

38,000원*2박스*10개소*12월

3,280원*700매

100원*1,000장*10회

1,950원*5매*365일

400,000원*12월

100,000원*10개소*2회

70,000원*연1회

150,000원*15대*1회

50,000원*1명*117일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유달산공원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축제 특근매식비 1,200

○임차료 1,200

― 유달산 일주도로 대형가로수 전정작업 크레

인임차료 1,200

8,000원*30명*5일

50,000원*8H*3일

02 공공운영비 69,484 55,209 14,275

○공공요금 및 제세 14,010

― 공중화장실(10개소) 정화조 수거 수수료

3,000

― 유달산 옛수원지 친수공간 폭포가동 전기료

5,000

― 공원관리소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150

― 위험물(난전시관) 안전관리자 회비

72

― 난전시관,자생식물원 화재보험료

200

― 유달산공원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4,320

― 사무실 및 난전시관 TV수신료

212

― 유달산공원 정수기 사용료

1,056

○연료비 20,682

― 난전시관 난방비(경유)

10,800

― 자생식물원 난방비(경유)

6,750

― 공원사무실 외 3개소 난방비(등유)

3,132

○시설장비유지비 34,792

― 난전시관 건물유지비 750

― 자생식물원 건물유지비 233

― 공원관리 동력장비 가동 유류(휘발유)

3,875

― 공원관리 동력장비 가동 유류(윤활유)

284

― 유달산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유지보수(도

색,수리) 5,000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모터, 전기, 음향시

설 등) 3,000

― 조각공원 분수 유지관리 4,000

― 어민동산 프로그램분수 유지관리

5,000

― 공원시설물(정자,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

3,000

― 공원관리 예취기등 동력장비 유지비

2,250

15원*200,000ℓ *1회

500,000원*10개월

150,000원*1개소

36,000원*2회

100,000원*2개소*1회

120,000원*3개소*12개월

8,800원*2개소*12개월

22,000원*4개소*12개월

1,350원*80ℓ *100일

1,350원*50ℓ *100일

870원*10ℓ *3개소*120일

3,000원*500㎡*50%

3,000원*155㎡*50%

1,550원*50ℓ *50

3,550원*80ℓ

5,000,000원*1식

300,000원*10개소

4,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원*100점

150,000원*15대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유달산공원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유달산공원 물탱크 청소비

2,400

― 유달산공원 옛수원지 친수공간 폭포시설 유

지관리 5,000

400,000원*3개소*2회

5,000,000원*1식

202 여비 1,500 1,687 △187

01 국내여비 1,500 1,687 △187

○공원 관리 선진지 견학 관외여비(2박3일)

1,500150,000원*2명*5회

206 재료비 17,084 17,716 △632

01 재료비 17,084 17,716 △632

○재료비 17,084

― 조경수 시비용 고형복합비료 구입

1,100

― 유달산공원 수목 돌발병해충 약제구입

3,284

―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배수관로,침목 등)

6,000

― 난전리관 관리용 자재구입(차광막 등)

2,000

― 자생식물원 자재구입(야생화 등)

2,000

― 유달산공원 소나무류 병해충방제 수간주사

약제구입 2,700

22,000원*50포

136,800원*6ha*4회

10,000원*600m

2,000,000원*1식

2,000,000원*1식

5,400원*500병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00 750,000 △695,000

01 시설비 55,000 750,000 △695,000

○시설비 55,000

― 유달산공원 주차장 주차선 보수공사

20,000

― 조각공원 주변 보호휀스 철거

20,000

― 특정자생식물원 차광막 관리시스템 보수/보

강 15,000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400 2,100 △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 2,100 △700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동력장비 구입 1,400

― 동력잔듸깍기 700

― 동력기계톱 700

○유달산공원 사무실 냉난방 시스템 구축 0

700,000원*1대

700,000원*1대

사방사업 100,000 0 100,000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국 70,000

도 15,00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단위: 유달산공원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5,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유달산 산림재해 예방 산지사방사업

100,000100,000,000원*1ha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230,000 0 230,000

도 115,000

시 1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0 0 230,000

도 115,000

시 115,000

01 시설비 230,000 0 230,000

○유달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

230,000230,000,000원*1개소

도 115,000

시 115,000

산림 자원화 1,084,895 1,496,881 △411,986

국 296,464

균 114,000

도 114,282

시 560,149

산림행정 서비스 강화 75,503 38,433 37,070

산림행정 지원 75,503 38,433 37,070

201 일반운영비 57,703 20,503 37,200

01 사무관리비 42,040 6,040 36,000

○일반수용비 6,040

― 산림욕장 및 생태숲, 등산로 정비용 종량제

봉투(100ℓ )구입 2,340

― 양을산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화장지,

비누 등) 1,200

― 산림지역내 불법행위 계도 현수막 제작설치

2,000

― 봄철 나무심기 물품 구입 500

○임차료 36,000

― 달성공원 화장실 및 안내소 임차료(12개월)

36,000

1,950원*100매*12월

100,000원*12월

50,000원*20개소*2회

500,000원*1식

36,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5,663 14,463 1,200

○시설장비유지비 9,550

― 산림사업 추진 동력장비(예취기, 기계톱)

수리비 3,000

― 산림시설물 유지관리비(정자, 운동기구 등)

6,550

○연료비 6,113

― 연료비 6,113

150,000원*20대

100,000원*655점*1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산림행정 서비스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동력장비 가동 유류대(휘발유)

5,580

ㆍ동력장비 가동 유류대(윤활유 CC오일)

533

1,550원*300ℓ *12월

3,550원*150ℓ

202 여비 2,400 2,530 △130

01 국내여비 2,400 2,530 △130

○산림분야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여비

2,400150,000원*4명*4회

206 재료비 15,000 15,000 0

01 재료비 15,000 15,000 0

○봄철 나무심기 수목 구입 15,00050,000원*300본

301 일반보상금 400 400 0

12 기타보상금 400 400 0

○산림사법(산불등)검거 결정적 단서 제공자 포

상 400200,000원*2명

산림 재해예방 333,451 369,174 △35,723

국 137,700

도 58,129

시 137,622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1,896 229,639 22,257

국 100,760

도 45,344

시 105,792

101 인건비 232,526 210,359 22,167

국 93,012

도 41,857

시 97,65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526 210,359 22,167

○산불전문예방진화대(23명,4대보험포함)

232,526232,526,000원*1식

국 93,012

도 41,857

시 97,657

201 일반운영비 19,370 19,280 90

국 7,748

도 3,487

시 8,135

01 사무관리비 17,200 17,600 △40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23점)

9,200400,000원*23벌

국 3,680

도 1,656

시 3,864

○임차비(산불현장출동 차량) 8,0004,000,000원*2대

국 3,200

도 1,44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산림 재해예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3,360

02 공공운영비 2,170 1,680 490

○차량선박비(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비)

2,1701,550원*140L*10개월

국 868

도 391

시 911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무관리비) 23,134 27,094 △3,960

국 9,260

도 4,156

시 9,718

201 일반운영비 21,834 25,434 △3,600

국 8,740

도 3,922

시 9,172

01 사무관리비 13,834 19,434 △5,600

○급량비 979

― 산불진화자 급식비 979979,000원*1식

국 392

도 180

시 407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12,855321,375원*40점

국 5,148

도 2,302

시 5,405

02 공공운영비 8,000 6,000 2,000

○시설장비유지비 8,000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02,000,000원*4대

국 3,200

도 1,440

시 3,360

202 여비 1,300 1,660 △360

국 520

도 234

시 546

01 국내여비 1,300 1,660 △360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 1,30020,000원*65명

국 520

도 234

시 546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6,020 13,520 △7,500

국 2,408

도 1,084

시 2,528

201 일반운영비 4,420 4,420 0

국 1,768

도 796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산림 재해예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856

02 공공운영비 4,420 4,420 0

○공공요금 및 제세 4,420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이용료(34대)

4,420130,000원*34대

국 1,768

도 796

시 1,856

405 자산취득비 1,600 9,100 △7,500

국 640

도 288

시 672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 9,100 △7,500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2대)

1,600800,000원*2대

국 640

도 288

시 672

산불방지교육훈련 및 조사 1,984 3,875 △1,891

201 일반운영비 1,984 3,875 △1,891

01 사무관리비 1,984 3,875 △1,891

○산불방지 교육 훈련비 시비부담금(도집행, 5

회) 1,9841,984,000원*1식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경상) 40,924 36,578 4,346

국 20,462

도 6,139

시 14,323

101 인건비 37,924 33,578 4,346

국 18,962

도 5,689

시 13,27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924 33,578 4,34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명,4대보험포함)

37,92437,924,000원*1식

국 18,962

도 5,689

시 13,273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국 1,500

도 450

시 1,050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일반수용비 3,000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0003,000,000원*1식

국 1,500

도 45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산림 재해예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050

일반병해충 방제 2,953 2,730 223

국 1,540

도 424

시 989

401 시설비및부대비 2,953 2,730 223

국 1,540

도 424

시 989

01 시설비 2,953 2,730 223

○기타병해충방제(16ha) 2,9532,953,000원*1식

국 1,540

도 424

시 989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5,000 5,000 0

국 2,500

도 750

시 1,75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5,000 0

국 2,500

도 750

시 1,750

01 시설비 5,000 5,000 0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20개소)

5,000250,000원*20개소

국 2,500

도 750

시 1,75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자본) 1,540 1,538 2

국 770

도 232

시 538

405 자산취득비 1,540 1,538 2

국 770

도 232

시 53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40 1,538 2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2대,시료채취기)

1,5401,540,000원*1식

국 770

도 232

시 538

탄소흡수원 확충 315,941 513,274 △197,333

국 158,764

도 47,153

시 110,024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보조) 79,483 119,713 △40,230

국 40,353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탄소흡수원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1,739

시 27,391

101 인건비 20,600 18,025 2,575

국 10,536

도 3,019

시 7,04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600 18,025 2,575

○산림자원 조사단(1명,4대보험포함)

20,60020,600,000원*1명

국 10,536

도 3,019

시 7,045

201 일반운영비 4,803 9,468 △4,665

국 2,402

도 720

시 1,681

01 사무관리비 4,803 9,468 △4,665

○공공숲가꾸기 사업운영비 4,8034,803,000*1식

국 2,402

도 720

시 1,681

301 일반보상금 750 1,334 △584

국 750

09 행사실비보상금 750 1,334 △584

○공공숲가꾸기 산물수집단 교육훈련비

750750,000원*1식

국 750

401 시설비및부대비 53,330 90,886 △37,556

국 26,665

도 8,000

시 18,665

01 시설비 53,330 90,886 △37,556

○공공숲가꾸기 사업(3명, 4대보험포함)

53,33053,330,000원*1식

국 26,665

도 8,000

시 18,665

정책숲가꾸기 178,143 334,323 △156,180

국 89,072

도 26,721

시 62,35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8,143 334,323 △156,180

국 89,072

도 26,721

시 62,350

01 시설비 173,114 306,885 △133,771

○큰나무가꾸기(30ha) 51,22651,226,000원*1식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탄소흡수원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5,613

도 7,684

시 17,929

○조림지 사후관리(90ha) 121,888121,888,000원*1식

국 60,972

도 18,283

시 42,633

02 감리비 5,029 27,438 △22,409

○큰나무가꾸기 감리용역비 1,7681,768,000원*1식

국 884

도 265

시 619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용역비

3,2613,261,000원*1식

국 1,603

도 489

시 1,169

조림 58,315 59,238 △923

국 29,339

도 8,693

시 20,283

401 시설비및부대비 58,315 59,238 △923

국 29,339

도 8,693

시 20,283

01 시설비 57,412 57,412 0

○큰나무 조림(5ha) 57,41257,412,000원*1식

국 28,797

도 8,585

시 20,030

02 감리비 903 1,826 △923

○큰나무조림 감리비 903903,000원*1건

국 542

도 108

시 253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360,000 576,000 △216,000

균 114,000

도 9,000

시 237,000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경상) 86,000 98,000 △12,000

균 10,000

도 9,000

시 67,000

101 인건비 61,000 53,000 8,000

도 7,500

시 53,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000 53,000 8,000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산림 자원화

단위: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유아숲체험 지도사(1명, 4대보험포함)

25,00025,000,000원*1명

도 7,500

시 17,500

○양을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도우미(3명)

36,00012,000,000원*3명

201 일반운영비 25,000 5,000 20,000

균 10,000

도 1,500

시 13,500

01 사무관리비 25,000 5,000 20,000

○유아숲체험 운영 25,00025,000,000원*1식

균 10,000

도 1,500

시 13,500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144,000 398,000 △254,000

균 72,000

시 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4,000 398,000 △254,000

균 72,000

시 72,000

01 시설비 144,000 396,920 △252,920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4km)

144,000144,000,000원*1식

균 72,000

시 72,000

나무은행 조성 40,000 50,000 △10,000

균 32,000

시 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50,000 △10,000

균 32,000

시 8,000

01 시설비 40,000 50,000 △10,000

○나무은행 운영 관리 40,00040,000,000원*1식

균 32,000

시 8,000

숲길조성관리(자체) 90,000 30,000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30,000 60,000

01 시설비 90,000 30,000 60,000

○등산로 및 숲길 사후관리 30,000

○주민참여예산 60,000

― 상락교회 뒤편 입암산 우수관로 신설

50,000

― 부주산 일주도로변 신규 벤치 설치

10,000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1식

행정운영경비(공원녹지과) 105,251 100,645 4,606



부서: 공원녹지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공원녹지과)

단위: 기본경비(공원녹지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공원녹지과) 105,251 100,645 4,606

기본경비(공원녹지과) 105,251 100,645 4,606

201 일반운영비 38,531 36,865 1,666

01 사무관리비 34,655 35,015 △360

○일반수용비 18,595

― 기본사무용품비 2,500

― 기본청소용품비 150

― 화장실소모품비 구입(롤화장지외)

1,440

― 복사기 유지관리(토너) 1,350

― 복사기 유지관리(드럼) 2,970

― 레이져프린터 유지관리(토너)

5,925

― 팩스 유지관리(토너) 660

― 복사용지구입 3,600

○복사기 임대료 3,300

○냉온수기 임대료 280

○급량비 12,480

―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2,480

100,000원*25명

150,000원*1회

120,000원*12월

150,000원*3대*3회

330,000원*3대*3회

237,000원*5대*5회

110,000원*2대*3회

20,000원*15박스*12월

275,000원*12월

70,000*4회

8,000원*26명*5일*12월

02 공공운영비 3,876 1,850 2,026

○우편료 1,718

― 일반우편 396

― 등기우편 1,158

― 등기우편 반송료 164

○유선방송 이용료 132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료 840

○사무실 인터넷 요금 1,186

330원*100회*12월

1,930원*50회*12월

1,360*10회*12월

11,000*12월

70,000원*12월

98,800원*12월

202 여비 62,400 60,000 2,400

01 국내여비 62,400 60,000 2,400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관내여비

62,40020,000원*26명*10회*12월

203 업무추진비 4,320 3,780 54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0 3,780 540

○공원녹지과 4,32040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