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취약지 및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20,995,121 26,139,721 △5,144,600

국 120,000

균 3,422,000

도 2,448,300

시 15,004,821

취약지 및 지역개발 225,000 903,000 △678,000

지역개발 125,000 273,000 △148,000

웅천돌문화공원 125,000 273,000 △148,000

307 민간이전 125,000 120,000 5,000

05 민간위탁금 125,000 120,000 5,000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125,000

폐광지역개발 100,000 630,000 △530,000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시비) 100,000 630,000 △5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630,000 △530,000

01 시설비 99,100 625,104 △526,004

독산2리 배수로 정비 99,100

03 시설부대비 900 4,896 △3,996

독산2리 배수로 정비 900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8,460,100 12,206,300 △3,746,200

국 120,000

균 1,020,000

도 1,854,300

시 5,465,800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2,677,000 5,839,400 △3,162,400

국 120,000

균 131,000

도 297,000

시 2,129,000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보조) 240,000 0 240,000

국 120,000

도 36,000

시 8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000 0 240,000

국 120,000

도 36,000

시 84,000

01 시설비 238,128 0 238,128

사호방조제 개보수 198,560

국 99,280

도 29,784

시 69,496

학성1방조제 개보수 39,568

국 19,784

도 5,935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3,849

03 시설부대비 1,872 0 1,872

사호방조제 개보수 1,440

국 720

도 216

시 504

학성1방조제 개보수 432

국 216

도 65

시 151

수리시설및방조제개보수 421,000 887,800 △466,800

201 일반운영비 16,000 31,000 △15,000

01 사무관리비 16,000 31,000 △15,000

양수장비 수리 10,000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5,000 806,000 △421,000

01 시설비 382,885 804,776 △421,891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 100,000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69,37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50,000

효자도방조제 도로침하 보수 64,415

선촌 지방방조제 준설 99,100

03 시설부대비 2,115 1,224 891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630

효자도방조제 도로침하 보수 585

선촌 지방방조제 준설 900

405 자산취득비 20,000 10,000 1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0,000 10,000

양수장비 구입 20,000

용배수로정비 385,000 982,000 △59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5,000 982,000 △597,000

01 시설비 381,120 972,500 △591,380

관창1리(64)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삼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관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 54,505

두룡1리 배수로 정비공사 32,643

옥현1리 배수로 설치 29,676

삼계리 용배수로 설치 31,654

하만1리 배수로 시설공사 99,100

하만3리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대천1동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정비 24,730

은현리 용배수로 설치 19,784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3,880 9,500 △5,620

관창1리(64) 배수로 정비공사 324

삼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216

관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 495

두룡1리 배수로 정비공사 357

옥현1리 배수로 설치 324

삼계리 용배수로 설치 346

하만1리 배수로 시설공사 900

하만3리 배수로 정비공사 432

대천1동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정비 270

은현리 용배수로 설치 216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945,000 1,540,000 △595,000

201 일반운영비 290,000 100,000 190,000

01 사무관리비 290,000 100,000 190,000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 100,000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 150,000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5,000 1,440,000 △785,000

01 시설비 650,302 1,430,172 △779,870

농업용 관정개발 198,560

상습가뭄 재해지역 전수조사 용역 40,000

삼계지구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공사 24,730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198,560

대창5리 가뭄대비 대체수원개발 공사 138,992

황율1리 가뭄대비 둠벙 설치 49,460

03 시설부대비 4,698 9,828 △5,130

농업용 관정개발 1,440

삼계지구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공사 270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1,440

대창5리 가뭄대비 대체수원개발 공사 1,008

황율1리 가뭄대비 둠벙 설치 540

용배수로정비사업(보조) 522,000 0 522,000

도 261,000

시 26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0,000 0 210,000

도 105,000

시 105,000

01 시설비 208,488 0 208,488

용배수로정비사업 208,488

도 104,244

시 104,244

03 시설부대비 1,512 0 1,512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용배수로정비사업 1,512

도 756

시 75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2,000 0 312,000

도 156,000

시 156,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2,000 0 312,000

용배수로정비사업 312,000

도 156,000

시 156,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 164,000 162,500 1,500

균 131,000

시 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4,000 162,500 1,500

균 131,000

시 33,000

01 시설비 162,660 161,330 1,330

대관(1,5) 저수지 개보수사업 119,136

균 95,309

시 23,827

소성2저수지 개보수사업 43,524

균 34,618

시 8,906

03 시설부대비 1,340 1,170 170

대관(1,5) 저수지 개보수사업 864

균 691

시 173

소성2저수지 개보수사업 476

균 382

시 94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335,100 1,347,100 △12,000

농촌공사위탁관리 40,000 53,000 △1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 53,000 △1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 53,000 △13,000

양항1리 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0

양항2리 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방조제 수문관리 3,500 3,500 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500 3,500 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500 3,500 0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 3,500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30,600 130,600 0

201 일반운영비 10,600 10,600 0

01 사무관리비 2,600 2,600 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600

02 공공운영비 8,000 8,000 0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 8,000

307 민간이전 120,000 120,000 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0 120,000 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20,000

농어촌공사 위탁관리 1,161,000 1,160,000 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61,000 1,160,000 1,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61,000 1,160,000 1,000

월전1리 배수로 정비 20,000

월전2리 배수로 정비 60,000

달산1리 배수로 정비 38,000

신흑4통 배수로 정비사업 600,000

관창3리(978-19) 경작로 포장 20,000

재정2리 배수로 정비 17,000

진죽4리 경작로 포장 48,000

내현2리(백현) 용배수로 정비 160,000

장현1리(삼거리) 농로 포장 30,000

진죽1리 배수로 설치공사 28,000

대천간척지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내항3통(내항동892-1인근) 농로포장 100,000

농촌지역개발 4,448,000 5,019,800 △571,800

균 889,000

도 1,557,300

시 2,001,7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670,000 2,142,800 △1,472,800

균 469,000

도 60,300

시 140,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420,000 △270,000

균 105,000

도 13,500

시 31,500

01 시설비 148,920 416,976 △268,056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48,920

균 104,244

도 13,403

시 31,273

03 시설부대비 1,080 3,024 △1,944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080

균 756

도 97

시 227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20,000 1,722,800 △1,202,800

균 364,000

도 46,800

시 109,2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20,000 1,722,800 △1,202,8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20,000

균 364,000

도 46,800

시 109,200

기초생활인프라(생활환경정비) 600,000 1,386,000 △786,000

균 420,000

도 27,000

시 15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1,386,000 △786,000

균 420,000

도 27,000

시 153,000

01 시설비 596,220 1,381,010 △784,790

농촌생활환경정비 596,220

균 417,354

도 26,830

시 152,036

03 시설부대비 3,780 4,990 △1,210

농촌생활환경정비 3,780

균 2,646

도 170

시 964

일반 경작로 확포장 238,000 251,000 △1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000 251,000 △13,000

01 시설비 235,429 248,469 △13,040

갈현리(산수동) 콘크리트 재포장 39,568

오포1리 농로 교량 확장 29,676

교성2리 농로 교량 보강 22,751

증산3리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 29,676

야룡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4,730

궁포2리 농로 포장공사 19,784

낙동1리 농로 포장공사 49,460

요암3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19,784

03 시설부대비 2,571 2,531 40

갈현리(산수동) 콘크리트 재포장 432

오포1리 농로 교량 확장 324

교성2리 농로 교량 보강 249

증산3리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 324

야룡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7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궁포2리 농로 포장공사 216

낙동1리 농로 포장공사 540

요암3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216

정주환경개선사업(보조) 1,880,000 1,020,000 860,000

도 940,000

시 9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80,000 720,000 660,000

도 690,000

시 690,000

01 시설비 1,375,032 715,221 659,811

정주환경개선사업 1,375,032

도 687,516

시 687,516

03 시설부대비 4,968 4,779 189

정주환경개선사업 4,968

도 2,484

시 2,48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 0 500,000

도 250,000

시 25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0 500,000

정주환경개선사업 500,000

도 250,000

시 250,0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도비) 1,060,000 210,000 850,000

도 530,000

시 5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170,000 △110,000

도 30,000

시 30,000

01 시설비 59,460 168,776 △109,316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9,460

도 29,730

시 29,730

03 시설부대비 540 1,224 △684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40

도 270

시 27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0 40,000 960,000

도 500,000

시 5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40,000 960,0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900,000

도 450,000

시 4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송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0,000

도 50,000

시 50,000

주민불편해소 4,511,000 4,349,000 162,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511,000 4,349,000 162,000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 3,457,000 3,773,000 △316,000

305 배상금등 20,000 0 20,000

01 배상금등 20,000 0 20,000

소규모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금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37,000 3,773,000 △336,000

01 시설비 3,402,837 3,738,213 △335,376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25,000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진단 10,000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기부채납 10,000

마을쉼터(정자) 보수 20,000

연지리 배수로 복개 69,370

봉당리 배수로 복개 49,460

원산도(점촌) 마을안길 편입토지 매입 35,000

녹도리 마을안길 정비 39,568

교성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9,460

원산3리(초전) 마을안길 확포장 39,568

오포1리 배수로 정비 19,784

하만2리 농로포장 19,784

하만3리 농로포장 59,460

하만4리 농로포장 19,784

장은1리 농로포장 19,784

장은리 배수로 정비 79,280

궁포1리 옹벽설치 19,784

궁포2리 배수로 정비 39,568

낙동3리 아스콘 덧씌우기 39,568

신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39,568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9,460

죽림2리 마을안길 정비 29,676

정전2리 배수로 정비 28,687

성연1리 배수로 정비 44,514

성연2리 마을안길 재포장 29,676

대창6리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 44,514

대천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9,676

수부2리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독산2리 마을도로 연결공사 44,514

대창4리 마을길 정비공사 25,719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죽청2리 농로 포장공사 18,794

대창5리 농로포장공사 59,460

대창5리 아스콘 덧씌우기 19,784

구룡1리 아스콘덧씌우기 24,730

대천리 소교량(화정교) 보수 34,622

읍내리 배수로 복개공사 19,784

신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14,838

달산2리 아스콘 덧씌우기 44,514

소송리 배수로 정비 9,892

옥동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27,697

옥서2리 배수로 정비 35,611

신흥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4,622

황율2리 아스콘덧씌우기 19,784

금암2리 마을안길 포장 및 주차장조성공사 19,784

금암4리 농로포장 19,784

황율1리 배수로 정비 19,784

황율1리 농로 포장 19,784

야룡1리 아스콘덧씌우기 49,460

삼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 49,460

옥현1리 농로 포장공사 19,784

도화담2리 마을진입로 포장 29,676

늑전, 옥현리 마을안길 재포장 49,460

봉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44,514

내평리 마을진입로 확장 및 수로관설치 89,190

은현리 진입도로포장 39,568

남심리 세천정비 39,568

신대3리(968) 배수로 정비 29,676

은포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64,415

관창2리(810-1) 마을안길 정비공사 39,568

송학1리(62-7) 배수로 정비공사 26,708

송학2리(149-3)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9,676

소양1리(스무티) 배수로 정비공사 15,827

내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9,676

황룡2리 배수로 정비공사 14,838

음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4,622

음현리(안터)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장현2리 농로 포장 41,546

황룡1리(느르실) 배수로 정비 19,784

의평1리 마을정자 설치 29,676

소양2리(소리골) 도로 정비 13,849

장현1리(윗장밭) 농로 포장 19,784

장현2리 아스콘덧씌우기 34,622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화2리 농로포장 공사 49,460

성주5리 농로포장 공사 7,913

성주5리 진입로 포장 공사 24,730

죽정2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화산2통 고리굴 마을안길 석축 및 포장공사 99,100

남곡3통 배수로 정비공사 59,460

주교2리 대터굴 마을정자 설치 11,870

주교2리 대성마을 마을정자 설치 11,870

대천28통(대천동 1199) 용수로복개 및 인도개설 49,460

대천애육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9,784

내항2통 마을안길(역전장례식장) 덧씌우기 19,784

학성2리(호동골길) 아스콘 덧씌우기 19,784

개화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19,784

증산1리 배수로 정비 19,784

옥현1리 농로포장공사 19,784

성주3리 진입로 측구복개공사 19,784

남곡2통 배수로 정비 59,460

남곡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19,784

내항2통 배수로 정비 19,784

요암2통 농로 포장 27,697

통나무마을 마을안길 덧씌우기 148,920

명천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4,730

내항2통(내항동564-1) 배수로 정비 9,892

신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9,460

소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29,676

화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웅천읍 두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9,100

03 시설부대비 34,163 34,787 △624

연지리 배수로 복개 630

봉당리 배수로 복개 540

녹도리 마을안길 정비 432

교성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40

원산3리(초전) 마을안길 확포장 432

오포1리 배수로 정비 216

하만2리 농로포장 216

하만3리 농로포장 540

하만4리 농로포장 216

장은1리 농로포장 216

장은리 배수로 정비 720

궁포1리 옹벽설치 216

궁포2리 배수로 정비 432

낙동3리 아스콘 덧씌우기 432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432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40

죽림2리 마을안길 정비 324

정전2리 배수로 정비 313

성연1리 배수로 정비 486

성연2리 마을안길 재포장 324

대창6리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 486

대천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24

수부2리 배수로 정비공사 378

독산2리 마을도로 연결공사 486

대창4리 마을길 정비공사 281

죽청2리 농로 포장공사 206

대창 5리 농로포장공사 540

대창5리 아스콘 덧씌우기 216

구룡1리 아스콘덧씌우기 270

대천리 소교량(화정교) 보수 378

읍내리 배수로 복개공사 216

신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162

달산2리 아스콘 덧씌우기 486

소송리 배수로 정비 108

옥동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03

옥서2리 배수로 정비 389

신흥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78

황율2리 아스콘덧씌우기 216

금암2리 마을안길 포장 및 주차장조성공사 216

금암4리 농로포장 216

황율1리 배수로 정비 216

황율1리 농로 포장 216

야룡1리 아스콘덧씌우기 540

삼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 540

옥현1리 농로 포장공사 216

도화담2리 마을진입로 포장 324

늑전, 옥현리 마을안길 재포장 540

봉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486

내평리 마을진입로 확장 및 수로관설치 810

은현리 진입도로포장 432

남심리 세천정비 432

신대3리(968) 배수로 정비 324

은포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585

관창2리(810-1) 마을안길 정비공사 432

송학1리(62-7) 배수로 정비공사 292

송학2리(149-3)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24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양1리(스무티) 배수로 정비공사 173

내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24

황룡2리 배수로 정비공사 162

음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78

음현리(안터) 배수로 정비공사 324

장현2리 농로 포장 454

황룡1리(느르실) 배수로 정비 216

의평1리 마을정자 설치 324

소양2리(소리골) 도로 정비 151

장현1리(윗장밭) 농로 포장 216

장현2리 아스콘덧씌우기 378

개화2리 농로포장 공사 540

성주5리 농로포장 공사 87

성주5리 진입로 포장 공사 270

죽정2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540

화산2통 고리굴 마을안길 석축 및 포장공사 900

남곡3통 배수로 정비공사 540

주교2리 대터굴 마을정자 설치 130

주교2리 대성마을 마을정자 설치 130

대천28통(대천동 1199) 용수로복개 및 인도개설 540

대천애육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216

내항2통 마을안길(역전장례식장) 덧씌우기 216

학성2리(호동골길) 아스콘 덧씌우기 216

개화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216

증산1리 배수로 정비 216

옥현1리 농로포장공사 216

성주3리 진입로 측구복개공사 216

남곡2통 배수로 정비 540

남곡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216

내항2통 배수로 정비 216

요암2통 농로 포장 303

통나무마을 마을안길 덧씌우기 1,080

명천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70

내항2통(내항동564-1) 배수로 정비 108

신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40

소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24

화평2리 배수로 정비 공사 216

웅천읍 두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00

소규모주민숙원(민자)사업 485,000 93,000 392,000

402 민간자본이전 485,000 93,000 392,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85,000 93,000 392,00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대창6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은현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150,000

하만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100,000

정전2리 마을회관 부속창고 증축 50,000

정전2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20,000

청라면 의평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0

소규모주민숙원(시설)사업 40,000 40,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조기발주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 8,400

조기발주합동설계팀 설계용품구입비 1,600

202 여비 30,000 30,000 0

04 국제화여비 30,000 30,000 0

조기발주합동설계팀 선진지견학 30,000

소규모주민숙원(폐광기금)사업 529,000 443,000 8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29,000 443,000 86,000

01 시설비 525,011 439,188 85,823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 425,911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 99,100

03 시설부대비 3,989 3,812 177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 3,089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 900

재해 재난 예방 7,730,000 8,613,000 △883,000

균 2,402,000

도 594,000

시 4,734,000

하천 정비 7,730,000 8,613,000 △883,000

균 2,402,000

도 594,000

시 4,734,000

소하천 유지보수 51,000 106,000 △55,00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105,000 △55,000

01 시설비 49,460 104,100 △54,640

소하천 유지 보수 49,460

03 시설부대비 540 900 △360

소하천 유지 보수 540

하천유지 및 보수 137,000 147,000 △1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40,000 40,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 40,000 0

하천 유지 보수 40,000

201 일반운영비 60,000 50,000 10,000

01 사무관리비 50,000 50,000 0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50,000

02 공공운영비 10,000 0 10,000

하천 및 소하천 시설 보수 10,000

202 여비 7,000 7,000 0

01 국내여비 7,000 7,000 0

지방하천 감시 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50,000 △20,000

01 시설비 29,676 49,460 △19,784

하천 유지 및 보수 29,676

03 시설부대비 324 540 △216

하천 유지 및 보수 324

폐광기금사업(새터하천정비, 성주 생태 하천 조성) 1,500,000 1,700,00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1,700,000 △200,000

01 시설비 1,490,100 1,692,800 △202,700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 496,400

새터소하천 정비 993,700

03 시설부대비 9,900 7,200 2,700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 3,600

새터소하천 정비 6,300

망선소하천 정비 50,000 10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100,000 △50,000

01 시설비 49,460 99,280 △49,820

망선소하천 정비(2차) 49,460

03 시설부대비 540 720 △180

망선소하천 정비(2차) 54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봉덕)(보조) 832,000 2,568,000 △1,736,000

균 416,000

시 41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32,000 2,568,000 △1,736,000

균 416,000

시 416,000

01 시설비 826,758 2,558,800 △1,732,042

봉덕소하천 정비 826,758

균 413,379

시 413,379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5,242 9,200 △3,958

봉덕소하천 정비 5,242

균 2,621

시 2,621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진죽천)(보조) 3,000,000 2,000,000 1,000,000

균 1,500,000

도 450,000

시 1,0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2,000,000 1,000,000

균 1,500,000

도 450,000

시 1,050,000

01 시설비 2,989,200 1,992,800 996,400

진죽천 재해예방사업 2,989,200

균 1,494,600

도 448,380

시 1,046,220

03 시설부대비 10,800 7,200 3,600

진죽천 재해예방사업 10,800

균 5,400

도 1,620

시 3,78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화망)(보조) 600,000 320,000 280,000

균 300,000

시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320,000 280,000

균 300,000

시 300,000

01 시설비 596,220 317,700 278,520

화망소하천 정비 596,220

균 298,110

시 298,110

03 시설부대비 3,780 2,300 1,480

화망소하천 정비 3,780

균 1,890

시 1,890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 160,000 100,000 60,000

도 80,000

시 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100,000 60,000

도 80,000

시 80,000

01 시설비 158,560 99,100 59,460

대한소하천 보강 79,280

도 39,640

시 39,64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산소하천 유지보수 79,280

도 39,640

시 39,640

03 시설부대비 1,440 900 540

대한소하천 보강 720

도 360

시 360

관산소하천 유지보수 720

도 360

시 360

대궁소하천 정비(2차) 250,000 0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0 250,000

01 시설비 248,200 0 248,200

대궁소하천 정비(3차) 248,200

03 시설부대비 1,800 0 1,800

대궁소하천 정비(3차) 1,800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보조) 128,000 0 128,000

도 64,000

시 6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8,000 0 128,000

도 64,000

시 64,000

01 시설비 127,078 0 127,078

성주천 유지보수 127,078

도 63,539

시 63,539

03 시설부대비 922 0 922

성주천 유지보수 922

도 461

시 461

대천천 꽃잔디(연꽃)조성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99,100 0 99,100

대천천 꽃잔디(연꽃)조성 99,100

03 시설부대비 900 0 900

대천천 꽃잔디(연꽃)조성 900

중부소하천 정비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49,460 0 49,460

중부소하천 정비 49,460

03 시설부대비 540 0 540

중부소하천 정비 54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하천 정비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2 감리비 500,000 0 500,000

봉덕,화망 소하천 정비 건설사업관리 500,0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명대)(보조) 372,000 0 372,000

균 186,000

시 18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2,000 0 372,000

균 186,000

시 186,000

01 시설비 369,321 0 369,321

명대소하천 정비 369,321

균 184,660

시 184,661

03 시설부대비 2,679 0 2,679

명대소하천 정비 2,679

균 1,340

시 1,339

행정운영경비 69,021 68,421 600

기본경비 69,021 68,421 600

기본경비 69,021 68,421 600

201 일반운영비 41,709 41,709 0

01 사무관리비 35,709 35,709 0

일반수용비 28,509

급량비 3,200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0

외부 청문주재자 수당 2,000

02 공공운영비 6,000 6,000 0

공공요금및제세 4,000

공유재산 공제회비 2,000

202 여비 23,112 23,112 0

01 국내여비 23,112 23,112 0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 23,112

203 업무추진비 4,200 3,600 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600 6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