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

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건설행정 기반관리
단위: 지하수 수질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건설방재과 29,167,264 34,679,278 △5,512,014

국          1,939,444

광          7,020,401

분             30,000

도            374,222

군         19,803,197

건설행정 기반관리 42,875 49,285 △6,410

지하수 수질관리 21,950 20,000 1,950

지하수 폐공처리 관리 21,950 20,000 1,950

201 일반운영비 700 0 700

01 사무관리비 700 0 700

  ○ 지하수 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0

203 업무추진비 1,000 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 지하수 폐공처리및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000

301 일반보상금 250 0 250

10 행사실비보상금 250 0 250

  ○ 지하수 시공업자 교육 참석                   250  50,000*5인*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지하수 폐공처리                20,000

    ― 중형관정                10,000

    ― 소형관정                10,000

  1,000,000*10공

  500,000*20공

국유재산 관리 20,925 29,285 △8,360

국유 재산관리 운영 20,925 29,285 △8,360

101 인건비 13,425 13,425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25 13,425 0

  ○ 건설행정 자료관리 업무보조                13,425

    ― 급여                 8,820

    ― 상여금                 1,47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00

    ― 시간외수당                   615

  35,000*1인*21일*12월

  35,000*1인*21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0일*1회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7,500 12,500 △5,000

01 사무관리비 7,500 12,500 △5,000

  ○ 국유재산관리                 7,500

    ― 국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2,500

    ―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000

  50,000*50건

         200,000*25건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191,871 237,671 △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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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단위: 재난관리 체계 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9,980

도             13,500

군            168,391

재난관리 체계 확립 29,828 50,477 △20,649

방재장비 운용 관리 18,320 25,224 △6,904

201 일반운영비 18,320 25,224 △6,904

02 공공운영비 18,320 25,224 △6,904

  ○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1,920

  ○ 재난안전관리 전화요금                 1,680

  ○ 재난문자(음성) 서비스 이용료                 6,480

  ○ 재난예 경보시스템 유지비                 8,240

재난상황실 운영 11,508 25,253 △13,745

201 일반운영비 11,508 11,828 △320

01 사무관리비 11,508 11,828 △320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1,508

재난예방사업 추진 115,283 139,936 △24,653

국              4,980

도              8,500

군            101,803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 9,960 12,802 △2,842

국              4,980

군              4,980

201 일반운영비 9,960 12,802 △2,842

국              4,980

군              4,980

01 사무관리비 9,960 12,802 △2,842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166가구)
                9,960       9,960,000

국              4,980

군              4,980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17,000 17,000 0

도              8,500

군              8,500

201 일반운영비 8,000 8,000 0

도              4,000

군              4,000

02 공공운영비 8,000 8,000 0

  ○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
                8,000       8,000,000*1식

도              4,000

군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 9,000 0

도              4,500

군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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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단위: 재난예방사업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9,000 9,000 0

  ○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9,000  9,000,000*1개소

도              4,500

군              4,500

재난예방 홍보 17,306 24,917 △7,611

201 일반운영비 11,160 21,265 △10,105

01 사무관리비 11,160 21,265 △10,105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500

  ○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심사수당
                  42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
                1,540

  ○ 안전관리계획 및 홍보 책자 발간                 7,700

  1,500,000*1식

       70,000*6인

       70,000*11인*2회

301 일반보상금 6,146 3,652 2,494

10 행사실비보상금 5,296 3,652 1,644

  ○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보상                 2,496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                 2,800

12 기타보상금 850 0 850

  ○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상품권 구입
                  850       50,000*17인

재난관리장비 및 자재구입 71,017 85,217 △14,200

206 재료비 4,200 21,000 △16,800

01 재료비 4,200 21,000 △16,800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기자재 구입
                4,200       300,000*14읍면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2,817 30,217 2,600

02 민간인재해보상금 32,817 30,217 2,600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기자재 구입                13,337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유류대(1,637*17L
     *5시간*140대)                19,480       19,4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000 34,000 0

01 시설비 14,000 14,000 0

  ○ 비상구명함 제작 설치                 5,000

  ○ 노후강우량기 교체                 9,000

  2,500,000*2개소

  9,000,000*1개소

03 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0,000       500,000*4대*10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46,760 47,258 △498

국              5,000

도              5,000

군             36,760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24,700 19,50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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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단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2,500

군             22,200

201 일반운영비 17,290 19,500 △2,210

도              1,750

군             15,540

01 사무관리비 17,290 19,500 △2,210

  ○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운영                17,290  17,290,000

도              1,750

군             15,540

301 일반보상금 7,410 0 7,410

도                750

군              6,660

10 행사실비보상금 7,410 0 7,410

  ○ 범국민안전문화운동                 7,410  7,410,000

도                750

군              6,660

안전점검의 날 운영 4,800 8,150 △3,350

201 일반운영비 4,800 8,150 △3,350

01 사무관리비 4,800 5,150 △350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2,800

  ○ 재난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제작
                2,000

       70,000*20인*2회

       500,000*4개소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7,260 9,608 △2,348

201 일반운영비 6,700 9,608 △2,908

01 사무관리비 6,700 9,608 △2,908

  ○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                 6,700

301 일반보상금 560 0 560

10 행사실비보상금 560 0 560

  ○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 급량비
                  560       7,000*40인*2일

재난대응종합훈련실시 10,000 10,000 0

국              5,000

도              2,500

군              2,500

201 일반운영비 6,000 6,000 0

국              3,000

도              1,500

군              1,500

01 사무관리비 6,000 6,000 0

  ○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추진(도시범)                 6,000

국              3,000

도              1,500

군              1,500

- 4 -



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단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4,000 4,000 0

국              2,000

도              1,000

군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4,000 4,000 0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도시범) 보상금
                4,000       4,000,000

국              2,000

도              1,000

군              1,000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6,274,488 6,550,676 △276,188

국          1,304,424

광          1,779,670

도             91,750

군          3,098,644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 2,645,000 1,953,000 692,000

광          1,779,670

도             83,000

군            782,330

노후 배수시설 정비 100,000 140,000 △40,000

도             50,000

군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40,000 △40,000

도             50,000

군             50,000

01 시설비 100,000 140,000 △40,000

  ○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               100,000  100,000,000

도             50,000

군             50,000

퇴적토 준설사업 46,000 60,000 △14,000

도             23,000

군             2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000 60,000 △14,000

도             23,000

군             23,000

01 시설비 46,000 60,000 △14,000

  ○ 퇴적토 준설사업                46,000  46,000,000

도             23,000

군             23,000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20,000 18,000 2,000

도             10,000

군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18,000 2,000

도             10,000

군             10,000

01 시설비 20,000 18,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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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하천 정비사업                20,000  20,000,000*1식

도             10,000

군             10,000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79,000 500,000 1,179,000

광          1,302,694

군            376,306

401 시설비및부대비 1,679,000 500,000 1,179,000

광          1,302,694

군            376,306

01 시설비 1,671,156 498,200 1,172,956

  ○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71,156       1,671,156,000*1식

광          1,302,694

군            368,462

03 시설부대비 7,844 1,800 6,044

  ○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
                7,844       7,844,000*1식

장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0,000 0 800,000

광            476,976

군            323,024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0 0 800,000

광            476,976

군            323,024

01 시설비 794,960 0 794,960

  ○ 장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4,960       794,960,000*1식

광            476,976

군            317,984

03 시설부대비 5,040 0 5,040

  ○ 장촌재해우험지구 정비사업                 5,040  5,040,000*1식

소하천 정비사업 3,611,988 4,593,400 △981,412

국          1,304,424

군          2,307,564

소하천 정비사업 2,618,272 2,582,932 35,340

국          1,304,424

군          1,313,848

401 시설비및부대비 2,618,272 2,582,932 35,340

국          1,304,424

군          1,313,848

01 시설비 2,608,847 2,573,634 35,213

  ○ 소하천 정비사업             2,608,847  2,608,847,000

국          1,304,424

군          1,304,423

03 시설부대비 9,425 9,298 127

  ○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425  9,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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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하천 정비사업 697,216 1,663,968 △966,752

401 시설비및부대비 697,216 1,663,968 △966,752

01 시설비 692,896 1,658,000 △965,104

  ○ 해남 남송천 수해복구사업(L=100m)                20,000

  ○ 해남 안동(부흥)소하천정비(L=150m)                50,000

  ○ 삼산 삼산천 수해복구사업(L=60M)                10,000

  ○ 화산 부길 소하천정비(L=150M)                40,000

  ○ 현산 상구시 소하천정비(L=120M)                30,000

  ○ 현산 읍호 소하천정비(L=80M)                20,000

  ○ 현산 학의 하천정비                15,000

  ○ 송지 치소2 소하천정비(L=200M)                40,000

  ○ 북평 남창 소하천정비(L=180M)                40,000

  ○ 북일 금당 소하천정비(L=150M)                40,000

  ○ 옥천 내동 소하천정비(L=100M)                30,000

  ○ 옥천 도림 소하천정비(L=80M)                20,000

  ○ 계곡 만년 소하천정비(L=70M)                20,000

  ○ 계곡 신평 소하천정비(L=200M)                50,000

  ○ 마산 외호 암거(L=150M)                40,000

  ○ 황산 일신 소하천정비(L=80M)                20,000

  ○ 산이 외송 소하천정비(L=120M)                30,000

  ○ 문내 신창 소하천정비(L=150M)                40,000

  ○ 화원 마산 소하천정비(L=200M)                40,000

  ○ 화원 인지 소하천정비(L=100M)                20,000

  ○ 화원 질마소하천 수해복구사업(L=300m)                77,896

03 시설부대비 4,320 5,968 △1,648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4,320

소하천 유지관리 296,500 346,500 △50,000

201 일반운영비 6,500 6,500 0

01 사무관리비 6,500 6,500 0

  ○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0,000 340,000 △50,000

01 시설비 220,000 270,000 △50,000

  ○ 소하천 유지관리(264개소)               150,000

  ○ 퇴적토 준설사업                70,000

  150,000,000*1식

  1,000,000*5개소*14읍면

03 시설부대비 70,000 70,000 0

  ○ 하천관리 장비 임차료                70,000  5,000,000*14읍면

풍수해보험금 17,500 4,276 13,224

도              8,750

군              8,750

풍수해 보험금(주택,온실,축사) 17,500 4,276 13,224

도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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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풍수해보험금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8,750

307 민간이전 17,500 4,276 13,224

도              8,750

군              8,750

06 보험금 17,500 4,276 13,224

  ○ 풍수해보험금(주택,온실,축사)                17,500

도              8,750

군              8,750

농업생산 기반조성 5,650,885 7,794,169 △2,143,284

국            100,000

광          2,487,251

도            260,401

군          2,803,23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23,000 1,353,600 269,400

광          1,136,000

도            146,057

군            340,94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1,623,000 1,353,600 269,400

광          1,136,000

도            146,057

군            340,943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3,000 1,353,600 269,400

광          1,136,000

도            146,057

군            340,943

01 시설비 1,615,405 1,345,072 270,333

  ○ 기계화 경작로사업(16km)             1,615,405

광          1,128,405

도            146,057

군            340,943

03 시설부대비 7,595 8,528 △933

  ○ 기계화 경작로사업 부대비                 7,595

광              7,595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320,000 214,000 106,000

국            100,000

도             13,000

군            207,000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143,000 214,000 △71,000

국            100,000

도             13,000

군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3,000 214,000 △71,000

국            100,000

도             13,000

군             30,000

01 시설비 141,815 212,459 △70,644

  ○ 화원 양화방조제 개보수공사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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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98,815

도             13,000

군             30,000

03 시설부대비 1,185 1,541 △356

  ○ 화원 양화방조제 개보수공사 부대비
                1,185       1,185,000

국              1,185

방조제 개.보수사업 177,000 0 17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7,000 0 177,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77,000 0 177,000

  ○ 황산 연당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177,000       177,000,000

밭기반 정비사업 1,702,489 2,573,091 △870,602

광          1,351,251

도            101,344

군            249,894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1,497,489 2,492,743 △995,254

광          1,187,251

도             89,044

군            221,194

101 인건비 13,425 0 13,42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25 0 13,425

  ○ 농업기반조성 업무보조                13,425

    ― 급여                 8,820

    ― 상여금                 1,47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00

    ― 시간외수당                   615

  35,000*1인*21일*12월

  35,000*1인*21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0일*1회

  3,415*1인*15시간*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484,064 2,492,743 △1,008,679

광          1,187,251

도             89,044

군            207,769

01 시설비 1,395,559 2,357,228 △961,669

  ○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54.0ha)             1,395,559

광          1,098,746

도             89,044

군            207,769

02 감리비 81,159 126,541 △45,382

  ○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81,159

광             81,159

03 시설부대비 7,346 8,974 △1,628

  ○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7,346  7,346,000

광              7,346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205,000 80,348 124,652

광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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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밭기반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2,300

군             28,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5,000 80,348 124,652

광            164,000

도             12,300

군             28,700

01 시설비 193,524 69,624 123,900

  ○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68ha)               193,524  193,524,000

광            152,524

도             12,300

군             28,700

02 감리비 10,000 10,000 0

  ○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10,000  10,000,000

광             10,000

03 시설부대비 1,476 724 752

  ○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1,476       205,000,000*0.72%

광              1,476

배수개선사업 49,798 71,648 △21,850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49,798 71,648 △21,850

101 인건비 10,750 12,600 △1,8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50 12,600 △1,850

  ○ 배수관리 인부임(35,000*2인*150일)
               10,500

  ○ 4대 보험금                   250

       35,000*2인*150일

201 일반운영비 39,048 29,048 10,000

02 공공운영비 39,048 29,048 10,000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3,324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안전점검수수료
                  913

  ○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15,400

    ― 제1배수장                10,333

    ― 제2배수장                 5,067

  ○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8,623

    ― 제1배수장                 6,066

    ― 제2배수장                 2,557

  ○ 북일 신월배수장 물관리자동화 통신사용료
                  788

  ○ 배수장시설 유지관리비(2개소)                10,000

       277,000*1개소*12월

       76,060*1개소*12월

  1,111*775kw*12월

  1,111*380kw*12월

  505,500*1개소*12월

  213,080*1개소*12월

       65,650*1개소*12월

농로포장사업 1,923,400 3,290,865 △1,367,465

농로포장 사업 1,625,400 2,920,865 △1,295,465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5,400 2,920,865 △1,29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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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600,000 2,879,000 △1,279,000

  ○ 해남 남송 농로 암거설치공사(L=10m)                40,000

  ○ 해남 남천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해남 안동 농로포장공사(L=200m)                25,000

  ○ 해남 연동 농로포장공사(L=150m)                10,000

  ○ 해남 길호 농로포장공사(L=150m)                13,000

  ○ 해남 신안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해남 고도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해남 용정 농로포장공사(L=300m)                30,000

  ○ 삼산 상가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삼산 용전 농로포장공사(L=150m)                15,000

  ○ 삼산 원진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삼산 신리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삼산 중리 농로포장공사(L=180m)                15,000

  ○ 화산 갑길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화산 부길 농로포장공사(L=200m)                25,000

  ○ 화산 흑석 농로포장공사(L=150m)                12,000

  ○ 화산 관동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화산 가좌 농로포장공사(L=120m)                10,000

  ○ 현산 구산 농로포장공사(L=300m)                30,000

  ○ 현산 만안 농로포장공사(L=250m)                25,000

  ○ 현산 봉림 농로포장공사(L=260m)                20,000

  ○ 송지 대죽 농로포장공사(L=400m)                30,000

  ○ 송지 동현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송지 사구 농로포장공사(L=400m)                30,000

  ○ 송지 갈두(땅끝) 농로포장공사(L=180m)                15,000

  ○ 송지 내장 농로포장공사(L=120m)                10,000

  ○ 북평 남전 농로포장공사(L=370m)                30,000

  ○ 북평 서호 농로포장공사(L=250m)                15,000

  ○ 북평 영전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북일 만수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북일 삼성 농로포장공사(L=400m)                35,000

  ○ 북일 갈두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북일 용산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북일 장전 농로포장공사(L=100m)                10,000

  ○ 옥천 동리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옥천 영춘2구 농로포장공사(L=300m)                24,000

  ○ 옥천 내동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옥천 청용 농로포장공사(L=200m)                15,000

  ○ 옥천 청신 농로포장공사(L=200m)                20,000

  ○ 옥천 신기 농로포장공사(L=200m)                15,000

  ○ 옥천 만년 농로포장공사(L=350m)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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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덕정 농로포장공사(L=150m)                15,000

  ○ 계곡 무이 농로포장공사(L=200m)                25,000

  ○ 계곡 법곡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계곡 월신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계곡 반계 농로포장공사(L=180m)                15,000

  ○ 계곡 잠두 농로포장공사(L=180m)                15,000

  ○ 마산 송석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마산 용전 농로포장공사(L=200m)                25,000

  ○ 마산 월산 농로포장공사(L=400m)                35,000

  ○ 마산 산막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황산 신성 농로포장공사(L=300m)                40,000

  ○ 황산 연당 농로포장공사(L=550m)                48,000

  ○ 황산 초월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황산 징의 농로포장공사(L=240m)                20,000

  ○ 산이 노송 농로포장공사(L=200m)                18,000

  ○ 산이 대진 농로포장공사(L=200m)                25,000

  ○ 산이 부흥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산이 덕호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산이 덕곡 농로포장공사(L=200m)                20,000

  ○ 문내 고대 농로포장공사(L=350m)                30,000

  ○ 문내 고전 농로포장공사(L=350m)                20,000

  ○ 문내 예락 농로포장공사(L=270m)                25,000

  ○ 문내 명량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문내 동리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문내 신평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화원 구림 농로포장공사(L=250m)                20,000

  ○ 화원 당포 농로포장공사(L=300m)                25,000

  ○ 화원 마천 농로포장공사(L=250m)                25,000

03 시설부대비 25,400 41,865 △16,465

  ○ 농로포장공사 추진부대경비(1식)                 6,500

  ○ 조류소통 원활로 농경지 침수예방 임차료                18,9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집중) 298,000 370,000 △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8,000 370,000 △72,000

01 시설비 298,000 370,000 △72,000

  ○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완공사
              200,000

  ○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                50,000

  ○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관리 유지비
               28,000

  ○ 미포장농로 사리부설공사                20,000

       200,000,000*1식

  50,000,000*1식

       4,000,000*7개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32,198 290,965 △25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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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경지정리 사업 32,198 290,965 △258,76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198 290,965 △258,767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2,198 290,965 △258,767

  ○ 가을착수 대구획                32,198

농업용수 개발 6,965,669 7,356,948 △391,279

국            525,040

광          2,234,480

분             30,000

도              8,571

군          4,167,578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553,449 189,660 363,789

광            308,000

군            245,449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449 19,660 △16,211

201 일반운영비 3,449 19,660 △16,211

01 사무관리비 3,449 19,660 △16,211

  ○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449

    ― 전항목 검사                 2,510

    ― 분기검사(9개항목)                   939

  251,000*10개소

  31,300*10개소*3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50,000 170,000 380,000

광            308,000

군            2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170,000 380,000

광            308,000

군            242,000

01 시설비 546,832 170,000 376,832

  ○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
               90,000

  ○ 농촌농업생활용수 정비 및 보수
               20,000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36,832

       45,000,000*2개소

       10,000,000*2개소

광            308,000

군            128,832

03 시설부대비 3,168 0 3,168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                 3,168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845,912 749,468 96,444

국            525,040

분             30,000

군            290,872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706,300 475,000 231,300

국            525,040

분             30,000

군            151,26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6,300 475,000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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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525,040

분             30,000

군            151,260

01 시설비 702,166 475,000 227,166

  ○ 수리계시설 관리                50,000

분             30,000

군             20,000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52,166

국            525,040

군            127,126

03 시설부대비 4,134 0 4,134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부대비                 4,134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39,612 44,468 △4,856

201 일반운영비 39,612 44,468 △4,856

01 사무관리비 15,252 15,752 △500

  ○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252

  ○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등기촉탁 및 분할
     측량수수료                10,000

  109,400*48개소

       100,000*100건

02 공공운영비 24,360 28,716 △4,356

  ○ 양배수장 전기요금                12,600

  ○ 양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2,160

  ○ 삼산문화마을 유지관리비                 9,600

  150,000*7개소*12월

       90,000*2개소*12월

  800,000*12월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 100,000 200,00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200,000 △100,000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100,000

농업용수시설 사업 3,149,880 4,578,820 △1,428,940

광            347,480

군          2,802,40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634,880 3,922,320 △1,287,4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34,880 3,922,320 △1,287,440

01 시설비 2,627,000 3,912,500 △1,285,500

  ○ 해남 복평 배수로정비                20,000

  ○ 해남 용정 개거                20,000

  ○ 해남 남천 배수로옹벽 설치                20,000

  ○ 해남 기동 용수관로 매설(L=200m)                25,000

  ○ 해남 남송 배수로정비(L=130m)                25,000

  ○ 해남 신리 배수로정비(L=120m)                25,000

  ○ 해남 옥동 배수로정비(L=110m)                18,000

  ○ 해남 온인 배수로정비(L=200m)                23,000

  ○ 삼산 신기 개거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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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평활 배수로정비(L=150m)                15,000

  ○ 삼산 봉학 배수로정비(L=150m)                15,000

  ○ 삼산 송정 배수로정비(L=150m)                15,000

  ○ 삼산 중리 개거                15,000

  ○ 삼산 옹암 개거                10,000

  ○ 삼산 금산 배수로정비(L=220m)                40,000

  ○ 삼산 나범 배수로정비(L=100m)                15,000

  ○ 삼산 농암 배수로정비(L=100m)                25,000

  ○ 삼산 수림 배수로정비(L=150m)                25,000

  ○ 삼산 창리 배수로정비(L=120m)                25,000

  ○ 화산 송평 개거                10,000

  ○ 화산 안정 개거                20,000

  ○ 화산 송계 배수로정비(L=480m)                50,000

  ○ 화산 연곡 배수로정비                20,000

  ○ 화산 시목 배수로정비(L=120m)                25,000

  ○ 화산 좌일 배수로정비(L=150m)                30,000

  ○ 화산 호동 배수로정비(L=150m)                25,000

  ○ 화산 중정 용배수로공사(L=180m)                15,000

  ○ 현산 신방 용배수로정비                15,000

  ○ 현산 읍호 용배수로정비                15,000

  ○ 현산 조산 배수로옹벽 설치                10,000

  ○ 현산 학의 배수로정비(L=200m)                20,000

  ○ 현산 매화 배수로정비(L=150m)                25,000

  ○ 현산 백포 배수로정비(L=250m)                25,000

  ○ 현산 봉림 배수로정비(L=130m)                18,000

  ○ 현산 하구시 배수로정비(L=200m)                25,000

  ○ 송지 어란 용배수로정비                20,000

  ○ 송지 미야 용배수로정비                13,000

  ○ 송지 부평 배수로정비                20,000

  ○ 송지 영평 용배수로정비                12,000

  ○ 송지 군안 배수로정비(L=110m)                20,000

  ○ 송지 금강 용배수로정비(L=230m)                20,000

  ○ 송지 방처 배수로정비(L=150m)                27,000

  ○ 송지 산정 배수로정비(L=120m)                25,000

  ○ 송지 학가 배수로정비(L=100m)                30,000

  ○ 북평 와룡 배수로정비                15,000

  ○ 북평 영전 배수로 및 옹벽                20,000

  ○ 북평 오산 용배수로정비                20,000

  ○ 북평 이진 용배수로정비                20,000

  ○ 북평 금산 배수로정비(L=165m)                20,000

  ○ 북평 동해 배수로정비(L=180m)                26,000

  ○ 북평 묵동 배수로정비(L=200m)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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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평 산마 배수로정비(L=120m)                25,000

  ○ 북일 흥촌 개거                15,000

  ○ 북일 장전 개거                15,000

  ○ 북일 금당 배수로정비(L=160m)                35,000

  ○ 북일 수동 배수로정비(L=100m)                20,000

  ○ 북일 용산 배수로정비(L=200m)                25,000

  ○ 북일 용원 배수로정비(L=220m)                25,000

  ○ 옥천 용동 배수로정비                20,000

  ○ 옥천 도림 배수로정비                20,000

  ○ 옥천 영춘 개거                20,000

  ○ 옥천 한천 배수로정비                20,000

  ○ 옥천 다산 배수로정비(L=90m)                25,000

  ○ 옥천 이목 배수로정비(L=200m)                20,000

  ○ 옥천 영신 배수로정비(L=150m)                25,000

  ○ 옥천 탑동 배수로정비(L=220m)                25,000

  ○ 옥천 호산 배수로정비(L=260m)                40,000

  ○ 계곡 용계 용배수로정비                13,000

  ○ 계곡 만년 배수로정비                 9,000

  ○ 계곡 당산 용수로정비                15,000

  ○ 계곡 둔주 용수로정비                15,000

  ○ 계곡 성진 배수로정비(L=170m)                25,000

  ○ 계곡 신기 배수로정비(L=270m)                30,000

  ○ 계곡 신촌 용배수로정비(L=150m)                25,000

  ○ 계곡 가학 용수로정비(L=200m)                25,000

  ○ 마산 맹진 배수로정비(L=370m)                40,000

  ○ 마산 고암 용배수로정비(L=150m)                23,000

  ○ 마산 용전 배수로정비(L=120m)                20,000

  ○ 마산 원향 배수로정비(L=220m)                20,000

  ○ 마산 추당 배수로정비(L=150m)                25,000

  ○ 황산 교동 용수로정비(L=230m)                30,000

  ○ 황산 부곡 배수로정비(L=150m)                25,000

  ○ 황산 송호 용수로정비(L=175m)                25,000

  ○ 황산 외입 용수로정비(L=140m)                25,000

  ○ 산이 반송 배수로정비(L=230m)                40,000

  ○ 산이 지사 개거                20,000

  ○ 산이 방축 개거                20,000

  ○ 산이 구성 배수로정비(L=100m)                25,000

  ○ 산이 금동 배수로정비(L=300m)                40,000

  ○ 산이 건촌 배수로정비(L=100m)                20,000

  ○ 산이 부동 배수로정비(L=150m)                25,000

  ○ 산이 송천 배수로정비(L=200m)                25,000

  ○ 문내 고전 배수로정비 공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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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신월 옹벽 설치                20,000

  ○ 문내 고대 배수로정비(L=150m)                21,000

  ○ 문내 삼덕 배수로정비(L=230m)                30,000

  ○ 문내 삼정 배수로정비(L=260m)                30,000

  ○ 문내 외암 배수로정비(L=105m)                14,000

  ○ 문내 학동 배수로정비(L=200m)                25,000

  ○ 화원 신용 배수로정비                20,000

  ○ 화원 송촌 배수로정비                20,000

  ○ 화원 질마 배수로정비                20,000

  ○ 화원 부동 배수로정비                20,000

  ○ 화원 매개 배수로정비(L=100m)                25,000

  ○ 화원 상리 배수로정비(L=210m)                25,000

  ○ 화원 절골 배수로정비(L=100m)                20,000

  ○ 화원 화봉 배수로정비(L=100m)                25,000

  ○ 화원 가랍 배수로정비(L=210m)                25,000

  ○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집중)
              200,000       2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7,880 9,820 △1,940

  ○ 용배수로정비 추진 경비                 7,880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50,000 56,500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6,500 △6,500

01 시설비 50,000 56,500 △6,500

  ○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                20,000

  ○ 간이양수장 정비 및 수리                30,000

  2,000,000*10공

  10,000,000*3개소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115,000 300,000 △1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000 300,000 △185,000

01 시설비 115,000 300,000 △185,000

  ○ 저수지 노후스핀들 정비공사
               15,000

  ○ 군관리 저수지 누수 보수공사
              100,000

       3,000,000*5개소

       50,000,000*2개소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350,000 300,000 50,000

광            347,480

군              2,52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 300,000 50,000

광            347,480

군              2,520

01 시설비 347,480 300,000 47,480

  ○ 송촌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7,480

광            347,480

03 시설부대비 2,520 0 2,520

  ○ 송촌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대비                 2,520

- 17 -



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어촌 환경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농어촌 환경정비 2,286,428 1,519,000 767,428

광          1,579,000

도              8,571

군            698,857

농촌마을종합개발 601,428 0 601,428

광            400,000

도              8,571

군            192,857

207 연구개발비 30,000 0 30,000

01 연구용역비 30,000 0 30,000

  ○ 예비계획서 수립 및 역량교육 용역
               30,000       30,000,000*1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571,428 0 571,428

광            400,000

도              8,571

군            162,857

01 시설비 567,829 0 567,829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67,829

광            396,401

도              8,571

군            162,857

03 시설부대비 3,599 0 3,599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599

광              3,599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85,000 0 1,685,000

광          1,179,000

군            5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85,000 0 1,685,000

광          1,179,000

군            506,000

01 시설비 1,676,660 0 1,676,66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676,660  1,676,660,000

광          1,179,000

군            497,660

03 시설부대비 8,340 0 8,34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                 8,340

공공기관 대행사업 130,000 320,000 △190,000

수리시설물 개보수 100,000 300,000 △2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 300,000 △2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300,000 △200,000

  ○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100,000       100,000,000*1식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 30,000 20,000 1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 2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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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공공기관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20,000 10,000

  ○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전기요금
               30,000       81,081*370ha

도로망 확충 9,795,670 12,449,568 △2,653,898

광            519,000

군          9,276,670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7,419,000 10,063,000 △2,644,000

군도 확충 2,164,000 10,063,000 △7,899,000

201 일반운영비 9,000 0 9,000

01 사무관리비 9,000 0 9,000

  ○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
                9,000       9,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155,000 10,063,000 △7,908,000

01 시설비 2,150,000 10,040,000 △7,890,000

  ○ 군도 정비사업             2,000,000

  ○ 군도 덧씌우기               150,000

  2,000,000,000*1식

  15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5,000 23,000 △18,000

  ○ 군도 정비사업                 5,000  5,000,000*1식

농어촌 도로 확충 5,255,000 0 5,2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255,000 0 5,255,000

01 시설비 5,240,000 0 5,240,00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0

  ○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200,000

  ○ 화원 국도 77호선 부채도로 포장(L=430M)                40,000

  5,000,000,000*1식

  2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15,000 0 15,00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5,000

도로시설 관리 1,283,520 1,817,378 △533,858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61,600 159,500 2,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1,600 159,500 2,100

01 시설비 161,600 159,500 2,100

  ○ 도로표지판 설치                68,000

  ○ 도로표지판 정비                55,000

  ○ 갈매기 표지판                15,000

  ○ 과속방지턱 표지판                 5,000

  ○ 반사경                 9,000

  ○ S자, ㄱ자                 5,600

  ○ 접도구역 표지판 및 표주                 4,000

  5,500,000*10개소

  100,000*150개

  100,000*50개

  300,000*30개

  70,000*80개

  40,000*100개

군도 시설보수 156,500 1,029,000 △87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6,500 1,029,000 △872,500

01 시설비 156,500 1,029,000 △8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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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군도 측구정비               100,000

  ○ 군도 차선도색                17,000

  ○ 군도 가드레일 설치                26,000

  ○ 군도 낙석방지책 설치                13,500

  200,000*500m

  260,000*100경간

  450,000*30경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555,720 538,878 16,842

201 일반운영비 59,970 61,503 △1,533

01 사무관리비 5,778 7,311 △1,533

  ○ 수로원작업도구구입(낫,삽,곡괭이,톱,예취기
     날)                 1,000

  ○ 야광조끼                   245

  ○ 야광모자                   154

  ○ 동절기 작업복                 1,050

  ○ 안전화                   490

  ○ 삼각대                   360

  ○ 작업유도간판                   360

  ○ 야광지시봉                   119

  ○ 도로안전시설용품(라바콘,드럼,규제봉등)
                2,000

       1,000,000*1식

  35,000*7벌

  22,000*7개

  150,000*7벌

  70,000*7개

  180,000*2개

  180,000*2개

  17,000*7개

       2,000,000*1식

02 공공운영비 54,192 54,192 0

  ○ 굴삭기 보험료                   450

  ○ 덤프트럭 보험료                   890

  ○ 굴삭기 유류대                20,626

  ○ 굴삭기 유지비                 5,000

  ○ 덤프트럭 유류대                20,626

  ○ 덤프트럭 유지비                 5,000

  ○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600

  450,000*1대

  890,000*1대

  20,626,000*1식

  5,000,000*1대

  20,626,000*1식

  5,000,000*1식

  400,000*4대

202 여비 8,400 4,200 4,200

01 국내여비 8,400 4,200 4,200

  ○ 도로보수 수로원 활동여비
                8,400       (20,000*7인*5일)*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53,350 473,175 △219,825

01 시설비 253,350 473,175 △219,825

  ○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                 5,400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00

  ○ 교량 유지보수(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30,000

  ○ 제설작업용 모래구입                 8,000

  ○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4,000

  ○ 도로보수용 록크하드 구입                15,000

  ○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18,000

  ○ 도로보수용 쇄석 구입                24,000

  ○ 도로보수용 레미콘 구입                18,000

  27,000*200톤

  30,000,000*1식

       30,000,000*1식

  16,000*500톤

  4,000*1,000포

  30,000*500포

  60,000*300톤

  8,000*3,000톤

  60,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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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로보수용 흄관 구입                 5,000

  ○ 과속방지턱용 아스콘 구입                 6,000

  ○ 과속방지턱용 페인트 구입                 5,200

  ○ 페인트칠용 붓, 로라구입                   750

  ○ 읍면 농어촌도로 보수용 쇄석구입
               24,000

  ○ 현산 조산 도로측구정비(304호선)(L=120m)
               20,000

  ○ 현산 송천 도로측구정비(군도2호선)(L=170m)
               20,000

  ○ 황산 만년 도로측구정비(102호선)(L=100m)
               20,000

  100,000*50본

  60,000*100톤

  130,000*40통

  15,000*50개

       8,000*3,000톤

       20,000,000*1식

       20,000,000*1식

       20,000,000*1식

405 자산취득비 234,000 0 23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4,000 0 234,000

  ○ 덤프트럭 구입               100,000

  ○ 굴삭기 구입               130,000

  ○ 짐 적재용 컨베어                 4,000

  100,000,000*1대

  130,000,000*1대

  4,000,000*1대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311,600 0 311,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11,600 0 311,600

01 시설비 311,600 0 311,600

  ○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200,000

  ○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9,000

  ○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28,600

  ○ 위험도로 정비                55,000

  ○ 농어촌도로 낙선방지책 설치
                9,000

  200,000*1,000m

  260,000*110경간

       450,000*20경간

군도 유지관리 98,100 0 98,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8,100 0 98,100

01 시설비 98,100 0 98,100

  ○ 군도 폐기물처리 용역                 8,100

  ○ 군도 소파 보수                20,000

  ○ 북평 와룡 배수로정비(군도3호선)(l=140m)
               20,000

  ○ 북평 남창 종배수관보수(55호선)(L=200m)
               30,000

  ○ 북일 흥촌 종배수관보수(827호선)(L=130m)
               20,000

  27,000*300톤

  20,000,000*1식

       20,000,000*1식

       30,000,000*1식

       20,000,000*1식

도로유지 관리 22,490 11,650 10,840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22,490 11,650 10,840

101 인건비 6,000 5,250 7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 5,250 750

  ○ 교통량조사 인부임                 6,000  (40,000*30지점)*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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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6,490 6,400 10,090

01 사무관리비 1,440 1,440 0

  ○ 관동차고지 시스템경비 용역비
                1,440       120,000*12월

02 공공운영비 15,050 4,960 10,090

  ○ 관동차고지 청사유지보수(지붕,방범망,샷타)
               10,000

  ○ 관동차고지 유류대                 2,000

  ○ 관동차고지 전기사용료                   960

  ○ 관동차고지 화재보험료                   200

  ○ 동절기 제설작업 수로업무추진 급량비
                1,890

       10,000,000*1식

  400,000*5월

  80,000*12월

  200,000*1회

       7,000*6인*15일*3월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692,000 271,000 421,000

광            346,000

군            346,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92,000 271,000 421,000

광            346,000

군            34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92,000 271,000 421,000

광            346,000

군            346,000

01 시설비 692,000 271,000 421,000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3개지구)               692,000

광            346,000

군            346,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46,000 224,000 122,000

광            173,000

군            173,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46,000 224,000 122,000

광            173,000

군            17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6,000 224,000 122,000

광            173,000

군            173,000

01 시설비 346,000 224,000 122,00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4개지구)               346,000

광            173,000

군            173,000

토목설계단 운영 32,660 62,540 △29,880

토목설계단 운영 32,660 62,540 △29,880

201 일반운영비 8,060 32,940 △24,880

01 사무관리비 8,060 32,940 △24,880

  ○ 표준품셈                   100

  ○ 물가정보                   180

  50,000*2권

  15,00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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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토목설계단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

  ○ 설계도서 복사비                 3,500

  ○ 설계단 측량용 작업복                   900

  ○ 설계단 측량용 안전화                   42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
                1,960

  1,000,000*1회

  3,500,000*1식

  150,000*6인

  70,000*6인

       7,000*14인*20일*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4,600 29,600 △5,000

03 시설부대비 24,600 29,600 △5,00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19,600

  ○ 토목설계추진 부대비                 5,000

       1,400,000*14개읍면*1회

  5,000,000*1식

행정운영경비(건설방재과) 90,528 98,952 △8,424

인력운영비(건설방재과) 4,200 4,200 0

인력운영비(건설방재과) 4,200 4,200 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1인)
                4,200       350,000*12월

기본경비(건설방재과) 86,328 94,752 △8,424

기본경비(건설행정) 35,340 37,536 △2,196

201 일반운영비 24,780 25,536 △756

01 사무관리비 24,780 25,536 △756

  ○ 부서운영비(총액)                21,000

  ○ 건설행정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780       7,000*5인*9일*12월

202 여비 10,560 12,000 △1,440

01 국내여비 10,560 12,000 △1,440

  ○ 관내여비                 6,720

  ○ 관외여비                 3,840

  20,000 * 4인 * 7일 * 12월

  80,000 * 2인 * 2일 * 12월

기본경비(재난관리) 14,340 14,100 240

201 일반운영비 3,780 3,780 0

01 사무관리비 3,780 3,780 0

  ○ 재난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780       7,000*5인*9일*12월

202 여비 10,560 10,320 240

01 국내여비 10,560 10,320 240

  ○ 관내여비                 6,720

  ○ 관외여비                 3,840

  20,000 * 4인 * 7일 * 12월

  80,000 * 2인 * 2일 * 12월

기본경비(농업기반조성) 7,824 9,420 △1,596

201 일반운영비 3,024 3,780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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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방재과)
단위: 기본경비(건설방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3,024 3,780 △756

  ○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024       7,000*4인*9일*12월

202 여비 4,800 5,640 △840

01 국내여비 4,800 5,640 △840

  ○ 관내여비                 2,880

  ○ 관외여비                 1,920

  20,000 * 3인 * 4일 * 12월

  80,000 * 1인 * 2일 * 12월

기본경비(농촌개발) 7,824 7,704 120

201 일반운영비 3,024 3,024 0

01 사무관리비 3,024 3,024 0

  ○ 농촌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024       7,000*4인*9일*12월

202 여비 4,800 4,680 120

01 국내여비 4,800 4,680 120

  ○ 관내여비                 2,880

  ○ 관외여비                 1,920

  20,000 * 3인 * 4일 * 12월

  80,000 * 1인 * 2일 * 12월

기본경비(토목) 10,296 11,016 △720

201 일반운영비 4,536 4,536 0

01 사무관리비 4,536 4,536 0

  ○ 토목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4,536       7,000*6인*9일*12월

202 여비 5,760 6,480 △720

01 국내여비 5,760 6,480 △720

  ○ 관내여비                 3,840

  ○ 관외여비                 1,920

  20,000*4인*4일*12월

  80,000*1인*2일*12월

기본경비(설계T/F팀) 10,704 14,976 △4,272

201 일반운영비 3,024 4,536 △1,512

01 사무관리비 3,024 4,536 △1,512

  ○ 설계단팀 업무추진급량비
                3,024       7,000*4인*9일*12월

202 여비 7,680 10,440 △2,760

01 국내여비 7,680 10,440 △2,760

  ○ 관내여비                 5,760

  ○ 관외여비                 1,920

  20,000*4인*6일*12월

  80,000*1인*2일*12월

재무활동(건설방재과) 155,278 142,009 13,269

내부거래지출(건설방재과) 155,278 142,009 13,269

내부거래지출(건설방재과) 155,278 142,009 13,269

702 기금전출금 155,278 142,009 13,269

01 기금전출금 155,278 142,009 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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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방재과
정책: 재무활동(건설방재과)
단위: 내부거래지출(건설방재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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