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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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29,279,549 23,634,599 5,644,950

국 1,300,000

도 5,075,100

시 22,904,449

취약지 및 지역개발 130,000 125,000 5,000

지역개발 130,000 125,000 5,000

웅천돌문화공원 130,000 125,000 5,000

307 민간이전 130,000 125,000 5,000

05 민간위탁금 130,000 125,000 5,000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130,000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11,123,900 9,870,700 1,253,200

국 1,000,000

도 1,609,000

시 8,514,900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8,238,800 6,058,800 2,180,000

국 900,000

도 1,147,000

시 6,191,800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보조) 750,000 0 750,000

국 375,000

도 112,500

시 26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0 0 750,000

국 375,000

도 112,500

시 262,500

01 시설비 750,000 0 750,000

학성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375,000

국 187,500

도 56,250

시 131,250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375,000

국 187,500

도 56,250

시 131,250

수리시설및방조제개보수 1,533,800 733,800 800,000

101 인건비 40,800 40,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00 40,800 0

저수지 유지보수(제초 및 잡목제거) 40,800

201 일반운영비 18,000 25,000 △7,000

01 사무관리비 18,000 25,000 △7,000

양수장비 수리 10,000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8,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475,000 668,000 807,000

01 시설비 1,469,564 666,596 802,968

대창9리 가동보 설치공사 148,920

마강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49,460

절골저수지 복통 보수공사 69,370

명대저수지 사통권양기 보수공사 19,784

야룡저수지 여수로 보강공사 49,460

창암저수지 여수로 보강공사 49,460

삼계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9,370

원평저수지 개보수공사 79,280

저수지 정기·정밀 점검용역 70,000

방조제 정기·정밀 점검용역 70,000

수리시설 및 방조제 유지보수 100,000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100,000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 100,00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북부) 100,00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남부) 100,000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00,000

통점저수지 권양기 보수공사 15,000

옥동리(33) 옥동소류지 정비공사 30,000

원산1리 호안블럭 재설치 49,460

03 시설부대비 5,436 1,404 4,032

대창9리 가동보 설치공사 1,080

마강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540

원산1리 호안블럭 재설치 540

절골저수지 복통 보수공사 630

명대저수지 사통권양기 보수공사 216

야룡저수지 여수로 보강공사 540

창암저수지 여수로 보강공사 540

삼계저수지 양수정류시설 설치공사 630

원평저수지 개보수공사 720

용배수로정비 2,592,000 2,033,000 559,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2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82,000 2,023,000 559,000

01 시설비 2,564,849 2,009,319 555,530

옥현1리(524-25) 구거 정비공사 39,568

사호1리(102-3) 배수로 설치공사 28,000

장은1리(999-2)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하만3리(1,2공구)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삼계리(211-1) 농업용 보 정비공사 29,676

남심리(23-4) 용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죽정2통(677)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수부2리(788) 용배수로 설치공사 19,784

두룡2리(396-6) 배수로 설치공사 14,838

구룡리(866) 용배수로 정비공사 34,622

죽청2리(1061)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죽청1리(47)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성동리(1069) 용수로 재설치공사 24,730

장현2리(384-5) 용수관 정비공사 49,460

교성1리 사면보강 및 개거 재설치공사 29,676

장곡2리(113)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음현리(366-1) 배수로 정비공사 24,730

장현1리(321) 용수로 정비공사 99,100

남포방조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119,136

달산리(711) 용배수로 정비공사 119,136

양기2리(663)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창암1리(455-4) 배수로 정비공사 14,838

개화2리(428-2) 용수로 정비공사 29,676

내항2통(387-2) 배수로 정비공사 17,805

농수로 부력식 자동제수문 설치 20,000

보령2리(633-1)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신대1리(513-1) 배수로 정비공사 15,827

송학1리(532-1) 배수로 정비공사 11,870

주교1리(178-5) 배수로 정비공사 5,935

주교1리(179-2) 배수로 정비공사 7,913

주교3리(869-1)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하만3리(996)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신덕2리(103-3)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신죽2리(991-6)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야현1리(325)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진죽4리(22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장곡1리(1148)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주야2리(444-3)배수로 정비공사 15,000

금암3리(183-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옥서2리(193-3)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신구1리(76-1) 배수로 정비공사 31,654

제석1리(227-9) 배수로 복개공사 34,622

달산1리(1299) 배수로 설치공사 44,514

월전1리(745-2) 농배수로 정비 25,000

제석2리(451-1)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달산3리(916-1)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송리(769) 농수로 개설공사 30,000

양기2리(673) 용수로 정비공사 25,000

유곡2리(545-2)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동오1리(545-1) 배수로 정비공사 54,505

용배수로 정비 관련 토지교환 2,000

사호2리(857) 석축보수 및 보강공사 20,000

죽정1통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마강1리(218-3) 배수로 설치공사 49,460

죽림2리(400-8)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창동2리 배수로 설치 및 복개공사 15,000

내평리 배수로 보수공사 20,000

평2리(중상굴)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은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궁포1리(717)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낙동3리(1307) 배수로 설치공사 8,000

정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주교2리(334)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영보2리(689-1)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교성1리(548-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성연1리(933) 용배수로 정비 39,568

나원2리(445-2)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제석1리(44)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은현리(258)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남심리(202) 배수로 정비공사(지방도변) 18,000

성주5리(185) 세천 석축 보강공사 44,514

대천28통(1408) 농수로 정비공사 79,280

대천28통 배수로복개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198,560

신흑1통(1399) 배수로 보수공사 12,000

신흑1통(1316) 배수로 보수공사 20,000

03 시설부대비 17,151 13,681 3,470

옥현1리(524-25) 구거 정비공사 432

삼계리(211-1) 농업용 보 정비공사 324

남심리(23-4) 용배수로 정비공사 216

죽정2통(677) 배수로 정비공사 900

수부2리(788) 용배수로 설치공사 216

두룡2리(396-6) 배수로 설치공사 162

구룡리(866) 용배수로 정비공사 378

죽청2리(1061) 배수로 정비공사 378

죽청1리(47) 배수로 정비공사 432

성동리(1069) 용수로 재설치공사 270

장현2리(384-5) 용수관 정비공사 540

교성1리 사면보강 및 개거 재설치공사 324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음현리(366-1) 배수로 정비공사 270

장현1리(321) 용수로 정비공사 900

남포방조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864

달산리(711) 용배수로 정비공사 864

양기2리(663) 배수로 정비공사 900

창암1리(455-4) 배수로 정비공사 162

개화2리(428-2) 용수로 정비공사 324

내항2통(387-2) 배수로 정비공사 195

보령2리(633-1) 배수로 정비공사 432

신대1리(513-1) 배수로 정비공사 173

송학1리(532-1) 배수로 정비공사 130

주교1리(178-5) 배수로 정비공사 65

주교1리(179-2) 배수로 정비공사 87

주교3리(869-1) 배수로 정비공사 216

하만3리(996) 배수로 정비공사 540

신구1리(76-1) 배수로 정비공사 346

옥서2리(193-3) 배수로 정비공사 378

제석1리(227-9) 배수로 복개공사 378

유곡2리(545-2) 배수로 정비공사 324

동오1리(545-1) 배수로 정비공사 495

달산1리(1299) 배수로 설치공사 486

마강1리(218-3) 배수로 설치공사 540

주교2리(334) 배수로 정비공사 432

성주5리(185) 세천 석축 보강공사 486

성연1리(933) 용배수로 정비 432

대천28통(1408) 농수로 정비공사 720

대천28통 배수로복개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1,440

용배수로정비사업(보조) 1,680,000 707,000 973,000

도 832,000

시 84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80,000 707,000 973,000

도 832,000

시 848,000

01 시설비 1,677,120 700,624 976,496

궁촌동(86)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도 7,500

시 7,500

봉덕1리(63-4) 수로 개설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양기2리(343-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양항1리(580) 농배수로 설치공사 10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50,000

시 50,000

금암3리 통점소류지 보강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은현.봉성(599)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신흥2리(575-1) 배수로 복개공사 45,000

도 22,500

시 22,500

고정2리(137-5) 소류지 준설사업 30,000

도 15,000

시 15,000

신대1리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남심리(198)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소양2리(432-1)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장은2리(1143)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남심리(437-3) 세천 정비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양항2리(746-6)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나원2리(415-1) 용수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영보2리(708) 취수보 설치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죽정2통(578)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하만3리(1023) 배수로 설치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송학양수장(787) 설치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의평1리 농업용수 펌프시설 설치공사 100,000

도 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50,000

죽정동 농로가드레일 설치,복개공사(도민참여) 40,000

도 12,000

시 28,000

신송1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397,120

도 198,560

시 198,560

03 시설부대비 2,880 6,376 △3,496

신송1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2,880

도 1,440

시 1,440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543,000 890,000 △347,000

201 일반운영비 70,000 70,000 0

01 사무관리비 70,000 70,000 0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 50,000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7,000 320,000 147,000

01 시설비 463,616 316,904 146,712

농업용 관정 개발 99,100

가뭄대비 한해 대책사업 49,460

농업용 용배수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49,460

중보수리계 수문 재설치공사 19,784

신대2리 농업용관정 개발공사 29,676

낙동리 관정 폐공 및 개설공사 39,568

원산도(933)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19,784

장고도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19,784

장은3리(931-2)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10,000

삼곡2리(947-1) 용수시설 정비공사 10,000

증산4리(645-5) 농업용수 정비공사 7,000

남포신간척지 가뭄극복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22,000

원산도(963)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15,000

성주천 취입보 및 취수문 보수공사 40,000

원산3리 관정 개발공사 13,000

봉당리(264) 농업용관정 개발공사 20,000

03 시설부대비 3,384 3,096 288

농업용 관정 개발 900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540

농업용 용배수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540

중보수리계 수문 재설치공사 216

신대2리 농업용관정 개발공사 324

낙동리 관정 폐공 및 개설공사 432

원산도(933)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216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고도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216

405 자산취득비 6,000 0 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0 6,000

염도측정기 구입 6,000

지하수시설 개량사업(보조) 90,000 145,000 △55,000

도 45,000

시 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145,000 △55,000

도 45,000

시 45,000

01 시설비 90,000 143,956 △53,956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공사 90,000

도 45,000

시 45,000

재해예방사업(보조) 1,050,000 800,000 250,000

국 525,000

도 157,500

시 36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0,000 0 1,050,000

국 525,000

도 157,500

시 367,500

01 시설비 1,050,000 0 1,050,000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신대저수지) 350,000

국 175,000

도 52,500

시 122,500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보령1저수지) 350,000

국 175,000

도 52,500

시 122,500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보령2저수지) 350,000

국 175,000

도 52,500

시 122,500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334,100 134,100 200,000

국 100,000

시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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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600 2,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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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00,000 0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영보1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농촌지역개발 2,551,000 3,677,800 △1,126,800

도 462,000

시 2,089,0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시 전환)(전환사업) 1,544,000 1,243,800 300,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44,000 1,118,800 425,200

01 시설비 1,532,770 1,113,483 419,287

내평리(228) 농로 사면 정비공사 37,589

사호1리(194-7) 농로 포장공사 18,000

주교2리(1638-4)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9,568

장현2리(310-1) 농로 확포장공사 39,568

양기2리(670-2) 농로 포장공사 35,000

신흥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32,000

양기2리 농로개설공사 25,000

삼계리(277) 농로 포장공사 18,000

죽정1통(44) 인도개설 공사 49,460

신흑4통(1544)농로 포장공사 50,000

도시관리계획(중로2-15호선,중로2-16호선) 결정

(변경) 용역 22,000

장고도(841) 농로 포장공사 49,460

주교1리(48-2) 경작로 포장공사 24,730

주교리(971-6) 경작로 포장공사 17,805

소성리(955) 경작로 포장공사 34,622

낙동리(361) 노후 교량 정비공사 19,784

낙동5리(1370)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39,568

신송3리(4-1)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9,784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죽림리(전원마을)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 49,460

신흑10통(1602) 경작로 포장공사 19,784

내항3통(947) 농로 포장공사 24,730

학성3리(498)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 74,415

낙동1리(1509-4) 농로 포장공사 49,568

낙동2리(산24-1) 농로 포장공사 39,568

장곡2리(1061) 농로 포장 28,000

금암4리(348-2) 농로 포장공사 15,000

황율1리(510) 농로 포장공사 24,000

화평1리(570) 농로 포장공사 52,523

야룡3리(158-1) 제방 정비공사 31,654

금암1리(740-2) 농로 정비공사 15,000

증산1리(825-8) 경작로 포장공사 49,460

신흥2리(756) 농로 포장공사 25,000

월전2리(110-2) 농로 포장공사 39,568

삼현2리(60-2) 경작로 포장공사 34,622

달산1리(1036) 농로 포장공사 49,460

삼곡2리 농경지진입로 정비공사 15,000

명천2통 농로포장공사 59,460

남곡2통(544-4) 농로 확포장공사 99,100

내현리(514-11) 경작로 포장공사 49,460

삼계리 농로 진입로 보수 공사 12,000

죽청2리 농로 사리부설 15,000

소황리 농로 사리 부설 10,000

오포2리 논 진입로 설치공사 5,000

낙동2리(478-2) 농로 포장 공사 12,000

의평1리(526)농로 정비 공사 15,000

음현리(364-1) 농로 사면 정비공사 7,000

구룡2리(651-11) 농로 포장공사 20,000

장곡1리(323-4) 경작로 포장공사 20,000

03 시설부대비 11,230 5,317 5,913

내평리(228) 농로 사면 정비공사 411

장고도(841) 농로 포장공사 540

주교1리(48-2) 경작로 포장공사 270

주교리(971-6) 경작로 포장공사 195

소성리(955) 경작로 포장공사 378

낙동리(361) 노후 교량 정비공사 216

낙동5리(1370)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432

신송3리(4-1)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216

죽림리(전원마을)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 540

신흑10통(1602) 경작로 포장공사 216

내항3통(947) 농로 포장공사 27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학성3리(498)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 585

낙동1리(1509-4) 농로 포장공사 432

낙동2리(산24-1) 농로 포장공사 432

화평1리(570) 농로 포장공사 477

야룡3리(158-1) 제방 정비공사 346

증산1리(825-8) 경작로 포장공사 540

월전2리(110-2) 농로 포장공사 432

달산1리(1036) 농로 포장공사 540

삼현2리(60-2) 경작로 포장공사 378

명천2통 농로포장공사 540

남곡2통(544-4) 농로 확포장공사 900

내현리(514-11) 경작로 포장공사 540

주교2리(1638-4)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32

장현2리(310-1) 농로 확포장공사 432

죽정1통(44) 인도개설 공사 54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도비) 982,000 725,000 257,000

도 462,000

시 5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82,000 725,000 257,000

도 462,000

시 520,000

01 시설비 982,000 718,466 263,534

갈현리(743-1) 농로 확포장공사 15,000

도 7,500

시 7,500

요암3통(955)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000

도 25,000

시 75,000

황교1리(90-1) 농로 포장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증산4리(152-1)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옥현1리(941-1)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장은3리(1097-5) 경작로 설치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황룡2리 농로개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 27,000

도 13,500

시 13,500

나원2리(792-4) 제방 포장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대천28통(1488-1) 농로 포장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대농리(34-1) 구거 복개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대창3리(새터)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000

도 10,000

시 10,000

황교리 농로 포장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삼현2리(1309) 농로 개설공사 20,000

도 10,000

시 10,000

제석2리(992) 농로 포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월전2리(745-1) 농로 포장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대천28통(1484) 농로 포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유곡2리(1400) 농로 포장공사 120,000

도 60,000

시 60,000

재정2리(683-5) 경작로 재포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황교1리(106-1) 농로 포장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주교면 하늘공원 정비공사(도민참여) 20,000

도 6,000

시 14,000

국공유재산관리 25,000 22,000 3,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국공유재산 측량비 20,000

202 여비 5,000 2,000 3,000

01 국내여비 5,000 2,000 3,000

국공유재산관리 출장여비 5,000

주민불편해소 7,977,250 2,988,600 4,988,650

국 300,000

도 720,000

시 6,957,25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977,250 2,988,600 4,988,650

국 300,000

도 720,000

시 6,957,250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 5,510,500 2,646,000 2,864,500

201 일반운영비 5,000 0 5,000

01 사무관리비 5,000 0 5,000

건설행정업무 연찬회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5,500 2,646,000 2,859,500

01 시설비 5,478,478 2,619,155 2,859,323

보령1리 농로사면 보강공사 100,000

보령1리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관산리 호안 정비공사 40,000

주교면 체육공원 주변 환경 정비공사 40,000

은포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0

은포1리(740-6)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삽시도 암거박스 설치공사 40,000

영보1리 정자설치 공사 20,000

봉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0

용수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0

남심리 농로 포장공사 20,000

도흥리 농로 포장공사 20,000

옥현1리 농로포장공사 20,000

옥현1리(521-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남곡2통(539-2)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2,000

요암3통(952)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6,000

신흑1통(73-2)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원산1리(산1) 호안블럭 및 진입로 설치 공사 50,000

원산3리(1263-5)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노천1리(850)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0,000

은현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20,000

청소면의용소방대(471-1) 아스콘덧씌우기 12,000

화산1통 마을안길 및 마을운동장 나무 전지공사 15,000

대천5통 어린이보행로 개설공사 10,000

대천14통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삼현2리 배수로 설치공사 22,000

정전2리(547)배수로 정비공사 15,000

관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0

마을안길 전석쌓기 및 야외시설물 설치 공사

(양항2리, 양기리) 13,000

동대2통 수해위험지역 석축공사 20,000

옥서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내항2통 마을안길 사면 정비공사 20,000

명천동 옥마근린공원 아름다운거리 조성공사 25,000

평라리 농로 포장공사 12,000

수부3리 등산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15,000

죽청2리 파고라 정비공사 5,000

궁포2리(134-36)농로 포장공사 33,000

장고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창암3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100,000

낙동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15,000

향천1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20,000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00,000

봉성리 경로당 쉼터 조성 30,000

삼현2리 정자 보수공사 16,000

고정2리(130) 세천 정비 25,000

소규모 공공시설 기부채납 10,000

삽시도리 (272) 마을안길 확포장 200,000

장고도리 발전소 진입로 확포장 40,000

성동1리(566-3) 배수로 설치 20,000

죽청1리 마을안길 개설 90,000

두룡1리(375) 배수로 설치 10,000

영보2리 도로정비공사 19,784

영보1리 아스콘덧씌우기 19,784

오포3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가드레일설치 59,460

학성4리(512) 농로석축 및 확포장 49,460

하만3리(54) 농로석축 및 배수로 설치 32,644

구룡1리(정골) 배수로 설치 34,622

성동1리(63-1) 마을안길 개설 21,763

궁포1리(1050-1) 마을안길 포장 28,687

궁포2리(310-1) 마을안길 석축 및 포장 39,568

낙동5리(203) 배수로 설치 39,568

평1리(5-7) 세천정비 49,460

관당3리(178) 배수로 설치 19,784

신덕1리(713) 농로 포장 39,676

대창6리 소교량 재가설 89,028

신죽2리(산67-14) 배수로 정비 14,838

낙동3리(789) 배수로 설치 19,784

신대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49,460

신죽3리(184-64)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13,849

낙동4리(981) 배수로 설치공사 32,644

신대2리(679-2) 배수로 정비 24,730

낙동2리 배수로 설치 19,784

낙동5리(630-4) 농로 포장공사 17,806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대2리 마을쉼터 조성 12,000

신덕3리(672) 배수로 설치공사 14,838

주교2리(상대동)노인회관 광장 정비 12,000

평라리 인도설치 39,568

신대4리(1243-1) 옹벽 설치 32,650

신대3리(967-3) 마을광장 조성 29,676

송학1리(33) 위험사면 정비 34,622

은포3리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 14,000

신대1리(81-2) 마을안길 정비 8,000

신대1리 쉼터 조성 8,000

신대1리(산64) 가드레일 설치 6,000

성주8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40,000

봉성리(하조) 마을안길 포장 39,568

풍산리 마을안길 정비 19,784

남심리 배수로 정비 36,601

옥계2리 옹벽설치 및 확포장 19,784

은현리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 정비 19,784

소양1리 사면정비 19,784

풍계리 배수로 보수 19,784

소양2리 배수로 설치 5,000

의평1리 정자 설치 13,000

음현리(291) 옹벽 설치 19,784

신흑4통 석서마을 배수로 정비 59,460

옥현1리 마을주차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25,000

신산리 배수로 설치 15,827

내항3통(620) 마을안길 포장 34,622

요암3통(533-2) 마을안길 확·포장 19,784

의평1리 배수로 설치 9,000

신흑1통(25-3) 마을안길 정비 19,784

신흑4통(775-4)마을안길 정비 49,460

의평3리 배수로 정비 14,838

백재계곡 하천이용 우회도로 개설 69,370

신흑2통(661-1) 배수로 정비 39,568

옥현2리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요암3통(957) 배수로 정비 및 복개 19,784

요암3통(942)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19,784

나원2리 배수로 설치 13,000

신흑1통(982-2) 진입로 정비 10,000

신산리 옹벽 및 배수로 설치 11,000

진죽1리(409) 배수로 정비 15,000

진죽3리(823-10) 배수로 정비 8,000

죽림3리(424)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5,00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성연2리(638) 배수로 정비 19,784

진죽2리(695-2) 배수로 정비 19,784

진죽3리(879-10) 배수로 정비 19,784

죽림2리(333-1) 마을안길 확포장 19,784

죽림4리(679-1) 마을안길 확포장 15,000

야현2리(214) 배수로 정비 15,000

신송2리(342-2) 배수로 정비 25,720

성연1리(86) 배수로 정비 29,676

정전1리(131)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0,000

진죽2리(723-8) 마을안길 정비 19,784

정전1리(259-2) 마을안길 정비 8,000

장곡2리(1072)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9,784

야룡2리 석축쌓기 39,568

신구2리 아스콘덧씌우기 39,568

주야3리 마을안길 정비 29,676

화평2리 아스콘덧씌우기 35,612

금암4리(691-10) 아스콘덧씌우기 23,741

야룡1리 마을안길 정비 30,666

유곡2리 배수로 정비 21,763

삼곡1리(579-1) 아스콘덧씌우기 15,000

황율2리 배수로 정비 24,730

동오2리(559) 아스콘덧씌우기 29,676

증산4리 아스콘덧씌우기 44,514

증산1리 배수로 정비 15,000

동오1리(34) 배수로 정비 43,525

화평1리 배수로 정비 10,000

유곡2리 사면보강 15,000

주야2리 아스콘덧씌우기 29,676

금암4리 마을안길 정비 15,000

화평1리 정자 보수 12,000

증산3리(1281) 아스콘덧씌우기 25,720

금암3리 마을안길 정비 30,666

동오2리 배수로 정비 13,000

삼곡1리 마을안길 정비 16,000

동오1리 쉼터 정비 13,000

신구1리(225-7) 배수로 정비 19,784

내항3통(796-1)마을안길 사면 정비 29,676

달산2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25,000

남포중학교 도로 확포장 197,840

창동1리 확포장 및 아스콘덧씌우기 44,514

봉덕2리 마을회관 쉼터설치 25,000

달산2리 마을안길 확포장 29,676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봉덕1리 도로포장 및 관정접합 25,000

창동2리 쉼터 설치 25,000

쉼터 보수(양항1리,달산2리) 20,000

봉덕1리 마을편의시설 조성 24,730

봉덕1리(472) 마을안길 포장 및 수로 복개 15,000

소송리 마을안길포장 및 횡배수로설치 25,000

제석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다이크 설치 34,622

달산2리 마을안길 포장 17,000

청소면 가드레일 설치공사 28,000

죽림1리(211-2)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3,500

달산1리 마을안길포장 및 다이크설치 39,568

성주3리 마을주차장 정비 18,000

대천27통 배수로 정비 30,000

교성2리 배수로정비 및 콘크리트포장 20,000

위험교량 난간 설치 25,000

갈현리 가각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0,000

소성2리 전석쌓기 및 마을안길 보수 10,000

봉당2리(336) 교량보수공사 20,000

영보1리 교량 정밀점검용역 22,000

소교량 재가설 및 유지보수 260,000

황율1리 마을안길정비 실시설계용역 5,000

위험교차로(가각) 정비 100,000

죽정1통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각 마을별(법정리, 동) 만보길 조성(주민참여) 130,000

봉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2,000

신흑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29,676

03 시설부대비 27,022 26,845 177

영보2리 도로정비공사 216

영보1리 아스콘덧씌우기 216

오포3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가드레일설치 540

학성4리(512) 농로석축 및 확포장 540

하만3리(54) 농로석축 및 배수로 설치 356

구룡1리(정골) 배수로 설치 378

성동1리(63-1) 마을안길 개설 237

궁포1리(1050-1) 마을안길 포장 313

궁포2리(310-1) 마을안길 석축 및 포장 432

낙동5리(203) 배수로 설치 432

평1리(5-7) 세천정비 540

관당3리(178) 배수로 설치 216

신덕1리(713) 농로 포장 324

대창6리 소교량 재가설 972

신죽2리(산67-14) 배수로 정비 162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낙동3리(789) 배수로 설치 216

신대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540

신죽3리(184-64)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151

낙동4리(981) 배수로 설치공사 356

신대2리(679-2) 배수로 정비 270

낙동2리 배수로 설치 216

낙동5리(630-4) 농로 포장공사 194

신덕3리(672) 배수로 설치공사 162

평라리 인도설치 432

신대4리(1243-1) 옹벽 설치 350

신대3리(967-3) 마을광장 조성 324

송학1리(33) 위험사면 정비 378

봉성리(하조) 마을안길 포장 432

풍산리 마을안길 정비 216

남심리 배수로 정비 399

옥계2리 옹벽설치 및 확포장 216

은현리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 정비 216

소양1리 사면정비 216

풍계리 배수로 보수 216

음현리(291) 옹벽 설치 216

신흑4통 석서마을 배수로 정비 540

신산리 배수로 설치 173

내항3통(620) 마을안길 포장 378

요암3통(533-2) 마을안길 확·포장 216

신흑1통(25-3) 마을안길 정비 216

신흑4통(775-4)마을안길 정비 540

의평3리 배수로 정비 162

백재계곡 하천이용 우회도로 개설 630

신흑2통(661-1) 배수로 정비 432

요암3통(957) 배수로 정비 및 복개 216

요암3통(942)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16

성연2리(638) 배수로 정비 216

진죽2리(695-2) 배수로 정비 216

진죽3리(879-10) 배수로 정비 216

죽림2리(333-1) 마을안길 확포장 216

신송2리(342-2) 배수로 정비 280

성연1리(86) 배수로 정비 324

진죽2리(723-8) 마을안길 정비 216

장곡2리(1072)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216

야룡2리 석축쌓기 432

신구2리 아스콘덧씌우기 432

주야3리 마을안길 정비 324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화평2리 아스콘덧씌우기 388

금암4리(691-10) 아스콘덧씌우기 259

야룡1리 마을안길 정비 334

유곡2리 배수로 정비 237

황율2리 배수로 정비 270

동오2리(559) 아스콘덧씌우기 324

증산4리 아스콘덧씌우기 486

동오1리(34) 배수로 정비 475

주야2리 아스콘덧씌우기 324

증산3리(1281) 아스콘덧씌우기 280

금암3리 마을안길 정비 334

신구1리(225-7) 배수로 정비 216

내항3통(796-1)마을안길 사면 정비 324

남포중학교 도로 확포장 2,160

창동1리 확포장 및 아스콘덧씌우기 486

달산2리 마을안길 확포장 324

제석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다이크 설치 378

달산1리 마을안길포장 및 다이크설치 432

봉덕1리 마을편의시설 조성 270

신흑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24

소규모주민숙원(민자)사업 332,750 217,600 115,150

402 민간자본이전 332,750 217,600 115,15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2,750 217,600 115,150

보령2리 마을회관 철거공사 50,000

주교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2,000

재정2리(풍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27,000

신송2리(고잠) 마을회관 보수공사 27,000

월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양기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9,350

신흥2리(신촌) 마을회관 보수공사 26,400

달산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60,000

야룡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11,000

도화담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성주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도흥리 마을회관 보수 10,000

삽시도리 마을회관 정밀안전진단 10,000

고대도 마을회관 증축 50,000

소규모주민숙원(시설)사업 70,000 85,000 △1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 8,40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설계용품구입비 1,600

202 여비 30,000 30,000 0

04 국제화여비 30,000 30,000 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견학 30,000

305 배상금등 30,000 30,000 0

01 배상금등 30,000 30,000 0

소규모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금 30,000

소규모주민숙원(도민참여) 1,464,000 40,000 1,424,000

도 720,000

시 74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64,000 40,000 1,424,000

도 720,000

시 744,000

01 시설비 1,464,000 40,000 1,424,000

충남 정심원 등나무 쉼터 설치공사 18,000

도 9,000

시 9,000

화산2통 살포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보령시 궁촌동 폐철도부지 포장 60,000

도 30,000

시 30,000

독산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100,000

도 50,000

시 50,000

황율1리 아스콘 덧씌우기 40,000

도 20,000

시 20,000

성주5리 배수로 설치 24,000

도 12,000

시 12,000

미산면 도화담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

도 50,000

시 50,000

대천1리(마을회관앞)우수뚜껑교체및덧씌우기 50,000

도 25,000

시 25,000

소성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오포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2,000

도 11,000

시 11,000

장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신덕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포장 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용수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동대동 마을안길 개설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증산3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도 10,000

시 10,000

죽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죽정1통 옹벽시공 및 인도개설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음현리 옹벽사면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요암1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도화담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걷고싶은 힐링둘레길 조성(도민참여) 20,000

도 6,000

시 14,000

삼계리 꽃길 및 쉼터 조성(도민참여) 20,000

도 6,000

시 14,000

남심리 관광단지 조성(도민참여) 20,000

도 6,000

시 14,000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600,000 0 600,000

국 300,000

시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0 600,000

국 300,000

시 300,000

01 시설비 596,220 0 596,220

내현1리 무명교 재가설 596,220

국 298,11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98,110

03 시설부대비 3,780 0 3,780

내현1리 무명교 재가설 3,780

국 1,890

시 1,890

재해 재난 예방 9,939,800 10,550,600 △610,800

도 2,746,100

시 7,193,700

하천 정비 9,939,800 10,550,600 △610,800

도 2,746,100

시 7,193,700

하천유지 및 보수 455,800 1,365,800 △910,000

101 인건비 35,000 30,000 5,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00 30,000 5,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35,000

201 일반운영비 91,000 91,000 0

01 사무관리비 84,000 84,000 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5,000

소하천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2,000

골재 품질조사 7,000

02 공공운영비 7,000 7,000 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000

202 여비 4,800 4,800 0

01 국내여비 4,800 4,800 0

하천 감시 4,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5,000 1,240,000 △915,000

01 시설비 322,939 1,239,160 △916,221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49,460

하천 및 소하천 미 지급용지 등 보상 60,000

대천천 웅천천 등 유지보수 40,000

대천천 시설물 유지보수 49,460

대천천 산책로 방범 표지판 설치 25,000

죽림1리 원만소하천 정비공사 54,505

개화2리 하천 정비 44,514

03 시설부대비 2,061 840 1,221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540

대천천 시설물 유지보수 540

죽림1리 원만소하천 정비공사 495

개화2리 하천 정비 486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진죽천)(도전환)(전환사

업)

3,894,000 3,000,000 894,000

도 2,481,1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412,9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94,000 3,000,000 894,000

도 2,481,100

시 1,412,900

01 시설비 3,798,000 2,594,000 1,204,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98,000

도 2,418,700

시 1,379,300

02 감리비 91,000 400,000 △309,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1,000

도 59,150

시 31,850

03 시설부대비 5,000 6,000 △1,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000

도 3,250

시 1,750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정비)(보조) 200,000 90,000 110,000

도 100,000

시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90,000 110,000

도 100,000

시 100,000

01 시설비 200,000 90,000 110,000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보조) 250,000 70,000 180,000

도 75,000

시 1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70,000 180,000

도 75,000

시 175,000

01 시설비 248,200 70,000 178,200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248,200

도 74,460

시 173,740

03 시설부대비 1,800 0 1,800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1,800

도 540

시 1,260

지방하천 퇴적토정비(보조) 180,000 60,000 120,000

도 90,000

시 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0 60,000 120,000

도 90,000

시 9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78,704 60,000 118,704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178,704

도 89,352

시 89,352

03 시설부대비 1,296 0 1,296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1,296

도 648

시 648

소하천 정비 1,260,000 727,800 532,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60,000 727,800 532,200

01 시설비 1,256,220 427,800 828,420

흥곡소하천 정비 200,000

흥곡소하천 생태복원 사업 248,200

장곡소하천 정비 59,460

분향소하천 정비 180,000

은포소하천 재해복구 198,560

호동소하천 재해복구 20,000

아수개소하천 재해복구 50,000

원평소하천 정비 100,000

옥마소하천 정비 50,000

김신소하천 정비 50,000

마강소하천 호안 정비 100,000

03 시설부대비 3,780 0 3,780

장곡소하천 정비 540

은포소하천 재해복구 1,440

흥곡소하천 생태복원 사업 1,8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명대)(시전환)(전환사업) 2,500,000 1,000,000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1,000,000 1,500,000

01 시설비 2,491,000 1,000,000 1,491,000

명대소하천 정비 2,491,000

03 시설부대비 9,000 0 9,000

명대소하천 정비 9,0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오동)(시 전환)(전환사업) 500,000 150,000 3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150,000 350,000

01 시설비 496,400 150,000 346,400

오동소하천 정비 496,400

03 시설부대비 3,600 0 3,600

오동소하천 정비 3,6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절골)(시전환)(전환사업)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496,400 0 496,400

절골소하천 정비 496,400

03 시설부대비 3,600 0 3,600

절골소하천 정비 3,6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위잉낭)(시전환)(전환사업)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위잉낭소하천 정비 200,000

행정운영경비 108,599 99,699 8,900

기본경비 108,599 99,699 8,900

기본경비 108,599 99,699 8,900

201 일반운영비 54,509 53,009 1,500

01 사무관리비 46,509 45,709 800

일반수용비 28,509

급량비 6,000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0

전문건설업 법령 교육 및 홍보 3,000

하도급,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5,000

외부청문주재자 참석수당 2,000

500,000원*4회

5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8,000 7,300 700

공공요금및제세 7,000

공유재산 공제회비 1,000

202 여비 18,490 18,490 0

01 국내여비 18,490 18,490 0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 18,49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350,000*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지하침하(기타시설) 응급 복구비 20,000

405 자산취득비 11,400 4,000 7,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400 4,000 7,400

전자복사기 구입 9,000

업무용 의자 구입 2,000

코팅기 400

400,000*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