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단위: 국유재산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38,323,263 38,640,675 △317,412

국 1,047,961

지 9,780,700

도 708,317

군 26,786,285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89,888 61,688 28,200

국 4,744

도 1,750

군 83,394

국유재산 관리 7,500 7,500 0

국유 재산관리 운영 7,500 7,500 0

201 일반운영비 7,500 7,500 0

01 사무관리비 7,500 7,500 0

○ 국유재산관리 7,500

―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2,500

―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0

50,000원*50건

500,000원*10건

지하수 수질관리 32,000 12,000 20,000

지하수 폐공처리 관리 32,000 12,000 20,000

203 업무추진비 2,000 2,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 지하수 폐공처리 및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

비 2,0002,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10,000 20,000

01 시설비 30,000 10,000 20,000

○ 지하수 폐공처리 30,000500,000원*60공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28,350 20,250 8,100

국 2,000

도 1,750

군 24,600

범국민 안전문화운동(보조) 7,410 7,410 0

도 750

군 6,660

301 일반보상금 7,410 7,410 0

도 750

군 6,660

09 행사실비보상금 7,410 7,410 0

○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

영 7,4107,410,000원*1식

도 750

군 6,660

안전점검의 날 운영 7,640 7,280 360

201 일반운영비 7,640 7,280 360

01 사무관리비 7,640 7,28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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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단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1,400

○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

2,880

○ 재난예방 홍보물(홍보전단지,배너 등) 제작

3,360

70,000원*20인*1회

60,000원*16개소*3회

60,000원*14읍면*4회

재난대응 훈련 4,000 2,000 2,000

국 2,000

도 1,000

군 1,000

201 일반운영비 4,000 2,000 2,000

국 2,000

도 1,000

군 1,000

01 사무관리비 4,000 2,000 2,000

○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 4,0004,000,000원*1식

국 2,000

도 1,000

군 1,000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2,300 2,300 0

301 일반보상금 2,300 2,3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2,300 2,300 0

○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참석 보상

2,3002,300,000원*1식

시설 안전점검 실시 7,000 0 7,000

201 일반운영비 7,000 0 7,000

01 사무관리비 7,000 0 7,000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7,000140,000원*5인*10일*1회

안전상황실 운영 22,038 21,938 100

국 2,744

군 19,294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5,488 5,488 0

국 2,744

군 2,744

201 일반운영비 5,488 5,488 0

국 2,744

군 2,744

01 사무관리비 5,488 5,488 0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5,4885,488,000원*1식

국 2,744

군 2,744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16,550 16,450 100

201 일반운영비 16,550 16,450 100

- 2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단위: 안전상황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6,550 16,450 100

○ 안전상황실 급량비 1,750

○ 안전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

1,000

○ 안전관리계획 및 홍보책자 발간

2,000

○ 재난종합 상황실 일직수당

11,800

7,000원*5인*10일*5회

1,000,000원*1식

40,000원*50부

50,000원*2인*118일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200,790 111,492 89,298

도 10,250

군 190,540

자연재해관리 체계 확립 27,100 37,402 △10,302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 24,350 34,652 △10,302

201 일반운영비 24,350 34,652 △10,302

02 공공운영비 24,350 34,652 △10,302

○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2,400

○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

○ 자연재해관리 전화요금 360

○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

3,000

○ 자연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비

4,000

○ 자연재해예방 음성경보시스템 통신요금

2,400

○ 자연재해 위성전화기 사용료

1,440

○ 자연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3,600

○ 기상상화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3,150

200,000원*12월

2,000,000원*2식

30,000원*1대*12월

250,000원*1대*12월

4,000,000원*1식

200,000원*12월

20,000원*6대*12월

400,000원*9개소

3,150,000원*1식*1회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 2,750 2,750 0

201 일반운영비 2,750 2,750 0

01 사무관리비 2,750 2,750 0

○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

1,750

○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

1,000

7,000원*10인*5일*5회

1,000,000원*1식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173,690 74,090 99,600

도 10,250

군 163,440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17,000 17,000 0

도 8,500

군 8,500

201 일반운영비 8,000 8,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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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단위: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4,000

군 4,000

02 공공운영비 8,000 8,000 0

○ 원격자동 예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0008,000,000원*1식

도 4,000

군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 9,000 0

도 4,500

군 4,500

01 시설비 9,000 9,000 0

○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9,0009,000,000원*1개소

도 4,500

군 4,500

자연재해 예방 홍보 104,400 4,800 99,60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2,0001,000,000원*2식

301 일반보상금 1,400 2,800 △1,400

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2,800 △1,400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

1,40050,000원*28명*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1,000 0 101,000

01 시설비 101,000 0 101,000

○ 자연재해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제작

1,000

○ 하천주변 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100,000

500,000원*2개소

400,000원*250개소*1개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 52,290 52,290 0

도 1,750

군 50,540

201 일반운영비 17,290 17,290 0

도 1,750

군 15,540

01 사무관리비 17,290 17,290 0

○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

17,29017,290,000원*1식

도 1,750

군 15,54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 35,000 0

03 시설부대비 35,000 35,000 0

○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5,000500,000원*7대*10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5,863,960 7,882,000 △2,0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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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1,594,000

도 50,000

군 4,219,960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 80,000 4,080,000 △4,000,000

도 40,000

군 40,000

퇴적토 준설사업 50,000 50,000 0

도 25,000

군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도 25,000

군 25,000

01 시설비 50,000 50,000 0

○ 퇴적토 준설사업 50,00050,000,000원*1식

도 25,000

군 25,000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30,000 30,000 0

도 15,000

군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0

도 15,000

군 15,000

01 시설비 30,000 30,000 0

○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30,00030,000,000원*1식

도 15,000

군 15,000

소하천 정비사업 5,763,000 3,782,000 1,981,000

지 1,594,000

군 4,169,000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3,188,000 1,442,000 1,746,000

지 1,594,000

군 1,59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188,000 1,442,000 1,746,000

지 1,594,000

군 1,594,000

01 시설비 3,178,000 1,437,000 1,741,000

○ 화산 탄동 소하천 정비공사

1,495,0001,495,000,000원*1식

지 747,500

군 747,500

○ 송지 송호소하천 정비공사

683,000683,000,000원*1식

지 341,500

군 341,500

○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

1,000,0001,000,000,000원*1식

지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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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50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5,000 5,000

○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10,00010,000,000원*1식

지 5,000

군 5,000

소하천 정비사업 2,490,000 2,255,000 23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90,000 2,255,000 235,000

01 시설비 2,490,000 2,255,000 235,000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

1,000,000

○ 해남 길호 소하천 정비공사(L=100m, B=4m)

70,000

○ 해남 신안 소하천 정비공사(L=300m, B=5m)

90,000

○ 삼산 원진 소하천 정비공사(L= 200m, H=2m)

30,000

○ 현산 만안2 소하천 정비공사(L=100m, B=6m)

70,000

○ 현산 원천 소하천 정비공사(L=100m, B=6m)

70,000

○ 현산 조산2 소하천 정비공사(L=100m, B=3m)

65,000

○ 송지 마봉 소하천 정비공사(L=250m)

90,000

○ 송지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L=60m)

30,000

○ 북평 서홍2 소하천 정비공사(L=100m, B=6m)

50,000

○ 옥천 내동 소하천 정비공사(L=200m)

70,000

○ 옥천 대산 소하천 정비공사(L=200m)

80,000

○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L=250m)

100,000

○ 옥천 흑천 소하천 정비공사(L=300m)

150,000

○ 계곡 방춘 소하천 정비공사(L=100m, H=2m)

35,000

○ 계곡 용호 소하천 정비공사(L=60m, H=1.5m)

25,000

○ 계곡 장산 소하천 정비공사(L=80m, H=2.5m)

35,000

○ 문내 신창 소하천 정비공사(L=45m, H=1.5m)

50,000

○ 화원 가마 소하천 정비공사(L=100m)

30,000

○ 화원 구지 소하천 정비공사(L=190m)

80,000

1,0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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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마천 소하천 정비공사(L=100m)

30,000

○ 화원 월하 소하천 정비공사(L=200m)

80,000

○ 화원 장평 소하천 정비공사(L=200m)

50,000

○ 화원 절골 소하천 정비공사(L=200m)

60,000

○ 화원 질마 소하천 정비공사(L=150m)

50,000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소하천 유지관리 85,000 85,000 0

201 일반운영비 35,000 35,000 0

01 사무관리비 35,000 35,000 0

○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35,000500,000원*5대*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01 시설비 50,000 50,000 0

○ 퇴적토 준설사업 50,0001,000,000원*50개소

풍수해보험금 20,960 20,000 960

도 10,000

군 10,960

풍수해 보험금(주택,온실) 20,960 20,000 960

도 10,000

군 10,960

201 일반운영비 960 0 960

01 사무관리비 960 0 960

○ 풍수해 보험가임 현수막 제작

96060,000원*16개소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도 10,000

군 10,000

06 보험금 20,000 20,000 0

○ 풍수해 보험금(주택,온실)

20,00020,000,000원*1식

도 10,000

군 10,000

농업 경쟁력 강화 9,757,813 11,073,779 △1,315,966

국 465,000

지 4,613,700

도 637,350

군 4,041,76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64,000 802,000 △338,000

지 268,500

도 34,500

군 161,0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464,000 802,000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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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268,500

도 34,500

군 16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3,500 663,000 △279,500

지 268,500

도 34,500

군 80,500

01 시설비 380,700 658,500 △277,8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80,700380,700,000원*1식

지 266,490

도 34,263

군 79,947

03 시설부대비 2,800 4,500 △1,7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2,8002,800,000원*1식

지 2,010

도 237

군 553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0,500 139,000 △58,5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80,500 139,000 △58,500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6.0km)

80,50080,500,000원*1식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654,000 1,640,000 △986,000

국 465,000

도 59,700

군 129,300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보조) 654,000 1,300,000 △646,000

국 465,000

도 59,700

군 129,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4,000 1,300,000 △646,000

국 465,000

도 59,700

군 129,300

01 시설비 637,977 1,191,800 △553,823

○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637,977637,977,000원*1식

국 453,784

도 58,258

군 125,935

02 감리비 12,396 98,000 △85,604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비

12,39612,396,000원*1식

국 8,677

도 1,116

군 2,603

03 시설부대비 3,627 10,200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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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부대비

3,6273,627,000원*1식

국 2,539

도 326

군 762

밭기반 정비사업 5,525,497 3,718,339 1,807,158

지 4,345,200

도 543,150

군 637,147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자체) 93,997 140,339 △46,342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 55,000 △40,000

01 시설비 15,000 55,000 △40,000

○ 밭기반대형관정 보수사업비

15,0003,000,000원*5개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8,997 81,839 △2,842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8,997 81,839 △2,842

○ 밭기반대형관정 영향평가비 78,997

― 밭기반대형관정 영향평가비

69,000

― 밭기반 대형관정(농업용) 수질검사비

2,407

― 밭기반 대형관정 장옥 도색 및 표지판 설

치 7,590

3,000,000원*23공

109,400원*22공

330,000원*23공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보조) 5,431,500 3,578,000 1,853,500

지 4,345,200

도 543,150

군 543,150

401 시설비및부대비 5,431,500 3,578,000 1,853,500

지 4,345,200

도 543,150

군 543,150

01 시설비 5,138,245 3,398,179 1,740,066

○ 북일 내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20,2981,220,298,000원*1식

지 976,238

도 122,030

군 122,030

○ 마산 금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640,3471,640,347,000원*1식

지 1,312,277

도 164,035

군 164,035

○ 황산 성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277,6002,277,600,000원*1식

지 1,822,080

도 227,760

군 22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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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밭기반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감리비 286,155 167,721 118,434

○ 북일 내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65,40265,402,000원*1식

지 52,322

도 6,540

군 6,540

○ 마산 금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89,85389,853,000원*1식

지 71,883

도 8,985

군 8,985

○ 황산 성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130,900130,900,000원*1식

지 104,720

도 13,090

군 13,090

03 시설부대비 7,100 12,100 △5,000

○ 북일 내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1,8001,800,000원*1식

지 1,440

도 180

군 180

○ 마산 금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300300,000원*1식

지 240

도 30

군 30

○ 황산 성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지 4,000

도 500

군 500

배수개선사업 48,316 42,940 5,376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48,316 42,940 5,376

101 인건비 25,280 22,160 3,1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280 22,160 3,120

○ 배수관리 인부임 17,700

○ 방조제 조유지 내 갈대 제거

5,900

○ 방조제 제초작업 1,680

59,000원*2인*150일

59,000원*50개소*2일

140,000원*2인*2개소*3일

201 일반운영비 23,036 20,780 2,256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유지비

3,0003,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20,036 17,780 2,256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46839,000원*1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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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안호 배수갑문 전기요금

372

○ 화원 화봉 배수장 전기요금

336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안전점검수수료

1,032

○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4,560

― 제1배수장 2,880

― 제2배수장 1,680

○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10,080

― 제1배수장 7,080

― 제2배수장 3,000

○ 북일 신월배수장 물관리자동화 통신사용료

788

○ 화산 관동방조제 관리 CCTV 통신사용료

2,400

31,000원*1개소*12월

28,000원*1개소*12월

86,000원*1개소*12월

240,000원*1개소*12월

140,000원*1개소*12월

590,000원*1개소*12월

250,000원*1개소*12월

65,650원*1개소*12월

200,000원*1개소*12월

농로포장사업 3,066,000 3,710,000 △644,000

농로포장 사업 3,066,000 3,710,000 △64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66,000 3,710,000 △644,000

01 시설비 3,066,000 3,710,000 △644,000

○ 해남 남외 농로 보수공사(L=100m, B=3m)

30,000

○ 해남 백야 위험농로 정비공사(L=150m, B=0.6

m) 40,000

○ 해남 복평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0,000

○ 해남 신리 농로 보수공사(L=250m, B=1.5m)

35,000

○ 삼산 도토 농로 포장공사(L=300m, B=4m)

24,000

○ 삼산 신흥 농로확포장공사(L=100m, B=2.5m)

58,000

○ 삼산 장춘 농로 포장공사(L=110m, B=3m)

22,000

○ 삼산 충리 농로 포장공사(L=220m, B=4m)

31,000

○ 삼산 충리 제2지구 농로포장공사(L=400m)

60,000

○ 화산 가장2 농로 포장공사(L=310m)

35,000

○ 화산 방축 농로 포장공사(L=150m)

17,000

○ 화산 봉저1 농로 포장공사(L=120m)

15,000

○ 화산 선창 농로 확포장공사(L=120m)

36,000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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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안정 농로 포장공사(L=120m)

22,000

○ 화산 용덕2 농로 포장공사(L=200m)

22,000

○ 화산 월호 농로 포장공사(L=250m)

28,000

○ 화산 은산 농로 포장공사(L=180m)

22,000

○ 화산 흑석1 농로 포장공사(L=200m)

30,000

○ 현산 매화 농로 포장공사(L=510m, B=3.5m)

50,000

○ 현산 백포 농로 포장공사(L=250m, B=3m)

30,000

○ 현산 봉동 농로 포장공사(L=350m, B=3m)

38,000

○ 현산 봉동 제2지구 농로포장공사(L=200m, B=

3m) 20,000

○ 현산 봉림 농로 포장공사(L=900m, B=3.5m)

100,000

○ 현산 읍호 농로 포장공사(L=320m, B=3m)

35,000

○ 현산 일평 농로 보수공사(암거설치)(L=12m,

B=5m) 80,000

○ 현산 하구시 농로 포장공사(L=500m, B=3m)

23,000

○ 송지 대죽 농로 포장공사(L=300m)

30,000

○ 송지 동현 농로 포장공사(L=80m)

22,000

○ 송지 사구 농로 포장공사(L=100m)

12,000

○ 송지 삼마 농로 포장공사(L=160m)

16,000

○ 송지 서정 농로 포장공사(L=120m)

15,000

○ 송지 송호 농로 포장공사(L=120m)

30,000

○ 송지 신평 농로 포장공사(L=300m)

30,000

○ 송지 영평 농로 포장공사(L=160m)

17,000

○ 송지 외장 농로 포장공사(L=130m)

22,000

○ 송지 화내 농로 포장공사(L=220m)

22,000

○ 북평 금산 농로 확포장공사(L=150m, B=2m)

23,000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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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평 남전 농로포장공사(L=400m, B=3m)

40,000

○ 북평 남창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2,000

○ 북평 동촌 농로 포장공사(L=250m, B=3m)

25,000

○ 북평 산마 위험농로 개선사업(L=150m, B=1m)

30,000

○ 북평 서호 농로 포장공사(L=250m, B=3m)

25,000

○ 북평 오산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0,000

○ 북평 이진 농로 포장공사(L=250m, B=3m)

25,000

○ 북평 차경 농로 포장공사(L=350m, B=3m)

35,000

○ 북평 평암 농로 포장공사(L=70m, B=3m)

7,000

○ 북일 방산 농로 옹벽 설치공사(L=90, H=2m)

23,000

○ 북일 신방 농로 포장공사(L=100m, B=3m)

10,000

○ 북일 용산 농로 포장공사(L=100m, B=3m)

10,000

○ 북일 용원 농로 포장공사(L=120m, B=3m)

12,000

○ 북일 원동 농로 포장공사(L=100m, B=3m)

23,000

○ 옥천 백운 농로 포장공사(L=350m)

35,000

○ 옥천 신죽 농로 포장공사(L=170m)

17,000

○ 옥천 영신 농로 포장공사(L=200m)

20,000

○ 옥천 용동 농로 포장공사(L=500m)

23,000

○ 옥천 탑동 농로 포장공사(L=120m)

12,000

○ 옥천 학동 농로 포장공사(L=180m)

18,000

○ 옥천 한천 농로 포장공사(L=1,000m)

25,000

○ 옥천 호산 농로 포장공사(L=300m)

30,000

○ 계곡 대운 농로 포장공사(L=250m)

28,000

○ 계곡 반계 농로 포장공사(L=280m)

32,000

4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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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법곡 농로 포장공사(L=200m)

25,000

○ 계곡 신기 농로 포장공사(L=150m)

22,000

○ 계곡 용계 농로 포장공사(L=250m)

30,000

○ 계곡 월신 농로 포장공사(L=150m)

20,000

○ 마산 금자 농로포장공사(L=160m, B=3m)

16,000

○ 마산 안정 농로 포장공사(L=150m, B=3m)

15,000

○ 마산 원덕 농로 보수공사(L=300m, B=1m)

20,000

○ 마산 화내 농로 포장공사(L=290m, B=3m)

29,000

○ 황산 관두 농로 포장공사(L=204m, B=3m)

22,000

○ 황산 기성 농로 포장공사(L=153m, B=3m)

16,000

○ 황산 내산 농로 포장공사(L=311m, B=3m)

33,000

○ 황산 덕암 농로 포장공사(L=212m, B=3m)

20,000

○ 황산 산동 농로 포장공사(L=203m, B=3m)

22,000

○ 황산 산소 농로 포장공사(L=133m, B=3m)

15,000

○ 황산 성산 농로 포장공사(L=255m, B=3m)

22,000

○ 황산 송청 농로 포장공사(L=253m, B=3m)

27,000

○ 황산 신곡 농로 포장공사(L=72m, B=3m)

8,000

○ 황산 신성 농로 포장공사(L=204m, B=3m)

22,000

○ 황산 연당 농로 포장공사(L=198m, B=3m)

23,000

○ 황산 와등 농로 포장공사(L=303m, B=3m)

30,000

○ 황산 우항 농로 포장공사(L=217m, B=3m)

23,000

○ 황산 일신 농로 교량 설치공사(L=304m, B=3m

) 30,000

○ 황산 청룡 농로 포장공사(L=271m, B=3m)

30,000

○ 황산 초월 농로 포장공사(L=598m, B=3m)

25,000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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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춘정 농로 포장공사(L=305m, B=3m)

33,000

○ 황산 학동 농로 보수공사(L=38m, B=3m)

5,000

○ 황산 한자 농로 포장공사(L=207m, B=3m)

20,000

○ 산이 당후 농로 포장공사(L=160m, B=3m)

16,000

○ 산이 반송 농로 포장공사(L=220m, B=3m)

20,000

○ 산이 부흥 농로 설치공사(L=80m, B=3m)

8,000

○ 산이 상공 농로 보수공사(옹벽)(L=80m)

18,000

○ 산이 송천 농로 포장공사(L=190m, B=3m)

23,000

○ 산이 신농 농로 포장공사(L=100m, B=3m)

10,000

○ 산이 업자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2,000

○ 산이 외송 농로 포장공사(L=165m, B=3m)

16,000

○ 산이 원항 농로 포장공사(L=180m, B=3m)

17,000

○ 산이 흑두 농로 포장공사(L=170m, B=3m)

22,000

○ 문내 궁항 농로 포장공사(L=110m, B=3m)

11,000

○ 문내 목삼 농로 보수공사(L=140m, H=1.2m)

31,000

○ 문내 삼덕 농로 보수공사(L=100m, B=3m, H=1

.2m) 30,000

○ 문내 신월 농로 포장공사(L=145m, B=3m)

15,000

○ 문내 신평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0,000

○ 문내 심동 농로 포장공사 (L=280m, B=3m)

25,000

○ 문내 예락 농로 포장공사(L=210m, B=3m)

35,000

○ 문내 용암 농로 포장공사(L=530m, B=3m)

35,000

○ 문내 원동 농로 포장공사(L=200m, B=3m)

20,000

○ 문내 일정 농로 포장공사(L=400m, B=3m)

36,000

○ 문내 충평 농로 포장공사(L=210m, B=2.5m)

22,000

3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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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뱀골 농로 포장공사(L=200m)

20,000

○ 화원 산촌 농로 포장공사(L=430m)

35,000

○ 화원 송촌 농로 포장공사(L=200m)

22,000

○ 화원 신평 농로 포장공사(L=200m)

20,000

○ 화원 양화 농로 포장공사(L=130m)

25,000

○ 화원 억수 농로 포장공사(L=300m)

30,000

○ 화원 월래 농로 포장공사(L=300m)

32,000

○ 화원 월하 농로 포장공사(L=200m)

23,000

○ 화원 이목 농로 포장공사(L=100m)

20,000

○ 화원 인지 농로 포장공사(L=350m)

35,000

○ 화원 장수 농로 포장공사(L=200m)

20,000

○ 화원 후포 농로 포장공사(L=190m)

20,000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농업용수 개발 13,147,537 15,307,553 △2,160,016

국 575,040

지 3,367,000

군 9,205,497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16,335 500,801 △284,466

지 150,000

군 66,335

농촌농업 생활용수 시설관리 1,335 801 534

201 일반운영비 1,335 801 534

01 사무관리비 1,335 801 534

○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335

― 전항목 검사 1,335267,000원*5공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15,000 500,000 △285,000

지 150,000

군 6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5,000 500,000 △285,000

지 150,000

군 65,000

01 시설비 212,000 496,500 △284,500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12,000212,000,000원*1식

지 147,000

군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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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3,000 3,500 △500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지 3,00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823,952 797,952 26,000

국 525,040

군 298,912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보조) 656,300 656,300 0

국 525,040

군 131,26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6,300 656,300 0

국 525,040

군 131,260

01 시설비 653,300 653,300 0

○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653,300653,300,000원*1식

국 522,040

군 131,26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국 3,00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83,652 57,652 26,000

201 일반운영비 27,652 27,652 0

01 사무관리비 10,252 10,252 0

○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252

○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5,000

109,400원*48개소

100,000원*50건

02 공공운영비 17,400 17,400 0

○ 양·배수장 전기요금 12,000

○ 양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5,400

200,000원*10개소*6월

90,000원*5개소*12월

405 자산취득비 56,000 0 5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6,000 0 56,000

○ 양수장비(전기모터, 호스 등) 구입

56,000500,000원*112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 84,000 84,000 0

402 민간자본이전 84,000 84,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0 84,000 0

○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84,0003,000,000원*28공

농업용수시설 사업 7,773,250 7,546,300 226,950

국 50,000

지 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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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7,342,25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6,036,500 5,869,000 167,500

201 일반운영비 70,000 42,000 28,000

01 사무관리비 70,000 42,000 28,000

○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장비임차료

70,0005,000,000원*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5,966,500 5,827,000 139,500

01 시설비 5,966,500 5,813,000 153,500

○ 해남 고도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6

m) 30,000

○ 해남 고수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6

m) 22,000

○ 해남 기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B=1.5

m) 50,000

○ 해남 길호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8

m) 28,000

○ 해남 남송 용배수로 정비공사(L=360m, B=0.4

m) 45,000

○ 해남 남천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B=0.5

m) 32,000

○ 해남 내사 용배수로 정비공사(L=80m, B=1.5m

, H=1m) 25,000

○ 해남 복평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8

m, H=0.8m) 28,000

○ 해남 안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B=0.6

m) 32,000

○ 해남 오천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30,000

○ 해남 온인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1.5

m) 50,000

○ 해남 월교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5

m) 22,000

○ 해남 장활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B=0.5

m) 36,000

○ 해남 해리 용배수로 정비공사(L=50m, B=1m)

18,000

○ 해남 호천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B=0.8

m, H=0.8m) 30,000

○ 삼산 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5

m) 22,000

○ 삼산 금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6

m) 24,000

○ 삼산 나범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B=0.6

m) 29,000

○ 삼산 농암 용배수로 정비공사(L=220m, B=0.6

m) 40,000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 18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대흥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6

m) 22,000

○ 삼산 매정 용배수로 정비공사(L=190m, B=0.6

m) 25,000

○ 삼산 봉학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B=0.5

m) 17,000

○ 삼산 상가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6

m) 27,000

○ 삼산 송정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6

m) 27,000

○ 삼산 송정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

m) 36,000

○ 삼산 신기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5

m) 22,000

○ 삼산 신리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6

m) 22,000

○ 삼산 신활 용배수로 정비공사(L=70m, B=1m)

22,000

○ 삼산 옹암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B=0.5

m) 23,000

○ 삼산 용전 용배수로 정비공사(L=70m, B=0.5m

) 13,000

○ 삼산 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6

m) 30,000

○ 삼산 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6

m) 22,000

○ 삼산 평활 용배수로 정비공사(L=155m, B=0.5

m) 25,000

○ 삼산 항리 용배수로 정비공사(L=170m, B=0.5

m) 27,000

○ 화산 가좌1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30,000

○ 화산 관동1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산 대지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23,000

○ 화산 명금1 배수로 정비공사(L=90m)

22,000

○ 화산 무학1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30,000

○ 화산 사포 용배수로 정비공사(L=240m)

48,000

○ 화산 석전 배수로 정비공사(L=120m)

37,000

○ 화산 송계 배수로 정비공사(L=120m)

38,000

○ 화산 송산 배수로 정비공사(L=80m)

16,000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 19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신풍2 배수로 정비공사(L=80m)

30,000

○ 화산 연정1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산 율동 배수로 정비공사(L=100m)

18,000

○ 화산 좌일 용배수로 정비공사(L=270m)

50,000

○ 화산 평발1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23,000

○ 화산 해창2 배수로 정비공사(L=140m)

26,000

○ 화산 호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32,000

○ 현산 공북 용배수로 정비공사(L=400m, B=1m)

50,000

○ 현산 덕흥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B=1m)

35,000

○ 현산 두모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6

m) 26,000

○ 현산 봉림 용배수로 정비공사(L=40m, B=1.2m

) 18,000

○ 현산 봉림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90m

, B=0.5m) 15,000

○ 현산 송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1m)

42,000

○ 현산 원진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6

m) 22,000

○ 현산 증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8

m) 22,000

○ 현산 탑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B=0.6

m) 32,000

○ 현산 향교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6

m) 22,000

○ 현산 황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6

m) 22,000

○ 송지 가차 용배수로 정비공사(L=260m)

40,000

○ 송지 강남 배수로 정비공사(L=250m)

40,000

○ 송지 군안 배수로 정비공사(L=80m)

16,000

○ 송지 금강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24,000

○ 송지 내장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송지 대죽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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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대죽 용배수로 정비공사(L=240m, B=1.5

m) 72,000

○ 송지 마봉 배수로 정비공사(L=180m)

30,000

○ 송지 미야 용배수로 정비공사(L=250m, B=1m)

75,000

○ 송지 미학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송지 서정 배수로 정비공사(L=250m)

22,000

○ 송지 송종 배수로 정비공사(L=120m)

50,000

○ 송지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L=150m)

24,000

○ 송지 신정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30,000

○ 송지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송지 영평 배수로 정비공사(L=250m)

22,000

○ 송지 월강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30,000

○ 송지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L=100m)

16,000

○ 송지 학가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송지 해원 배수로 정비공사(L=230m)

40,000

○ 북평 남전 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5m)

22,000

○ 북평 동해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B=0.5

m) 30,000

○ 북평 신용 배수로 정비공사(L=100m, B=0.5m)

15,000

○ 북평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B=0.5

m) 22,000

○ 북평 신홍 배수로 정비공사(L=40m, B=0.5m)

7,000

○ 북평 안평 배수로 정비공사(L=160m, B=0.5m)

25,000

○ 북평 오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B=0.6

m) 30,000

○ 북평 평암 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m)

25,000

○ 북일 갈두 배수로 정비공사(L=120m, B=1.5m)

50,000

○ 북일 용산 배수로 정비공사(L=50m, B=0.5m)

10,000

7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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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용운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6

m) 22,000

○ 북일 월성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5

m) 22,000

○ 옥천 가곡 배수로 정비공사(L=310m)

22,000

○ 옥천 대산 배수로 정비공사(L=350m)

25,000

○ 옥천 도림 배수로 정비공사(L=500m)

25,000

○ 옥천 만년 배수로 정비공사(L=300m)

30,000

○ 옥천 서원 용배수로 정비공사(L=220m)

25,000

○ 옥천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L=250m)

25,000

○ 옥천 송운 배수로 정비공사(L=200m)

30,000

○ 옥천 영신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B=0.6

m) 25,000

○ 옥천 영안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23,000

○ 옥천 영춘1 배수로 정비공사(L=120m)

50,000

○ 옥천 용심 배수로 정비공사(L=150m)

25,000

○ 옥천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L=500m)

25,000

○ 옥천 월평 용배수로 정비공사(L=250m)

25,000

○ 옥천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L=200m)

25,000

○ 옥천 죽촌 배수로 정비공사(L=70m)

25,000

○ 옥천 청신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25,000

○ 옥천 청용 배수로 정비공사(L=150m)

30,000

○ 옥천 팔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7

m) 25,000

○ 계곡 강절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35,000

○ 계곡 당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230m)

25,000

○ 계곡 둔주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25,000

○ 계곡 사정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22,000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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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선진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22,000

○ 계곡 신성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25,000

○ 계곡 신주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38,000

○ 계곡 신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22,000

○ 계곡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35,000

○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25,000

○ 계곡 월암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계곡 잠두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45,000

○ 계곡 잠두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

m) 30,000

○ 계곡 태인 용배수로 정비공사(L=50m)

15,000

○ 계곡 황죽 용배수로 정비공사(L=50m, H=2m)

12,000

○ 마산 금자 용배수로 정비공사(L=420m, H=0.5

m) 63,000

○ 마산 노하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H=0.5

m) 15,000

○ 마산 당두 용배수로 정비공사(L=110m, H=0.8

m) 26,000

○ 마산 대상 용배수로 정비공사(L=45m, H=1m)

15,000

○ 마산 덕인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H=1m)

45,000

○ 마산 북창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H=0.5

m) 28,000

○ 마산 신기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H=0.5

m) 23,000

○ 마산 신당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H=0.5

m) 15,000

○ 마산 신덕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H=0.5

m) 22,000

○ 마산 연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H=0.8

m) 40,000

○ 마산 오호 용배수로 정비공사(L=80m, H=1m)

25,000

○ 마산 외호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H=0.8

m) 40,000

○ 마산 용소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H=0.8

m) 33,000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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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용전 용배수로 정비공사(L=330m, H=0.5

m) 42,000

○ 마산 원항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70m

, H=0.5m) 12,000

○ 마산 원항 용배수로 정비공사(L=80m, H=0.5m

) 13,000

○ 마산 월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80m, H=0.5m

) 13,000

○ 마산 육일시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H=0

.5m) 22,000

○ 마산 장성 용배수로 정비공사(L=160m, H=0.5

m) 24,000

○ 마산 장성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

m, H=0.7m) 24,000

○ 마산 장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H=0.5

m) 30,000

○ 마산 지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60m, H=0.5m

) 10,000

○ 마산 추당 용배수로 정비공사(L=80m, H=0.5m

) 13,000

○ 마산 호교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H=1m)

45,000

○ 마산 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H=0.8

m) 23,000

○ 황산 관춘 배수로 정비공사(L=163m, B=0.5m)

25,000

○ 황산 교동 배수로 정비공사(L=152m, B=0.5m)

23,000

○ 황산 만년 배수로 정비공사(L=287m, B=0.5m)

45,000

○ 황산 연자 배수로 정비공사(L=152m, B=0.5m)

23,000

○ 황산 연호 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5m)

19,000

○ 황산 옥동 배수로 정비공사(L=152m, B=0.5m)

23,000

○ 황산 외입 배수로 정비공사(L=98m, B=0.5m)

16,000

○ 황산 우항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30,000

○ 황산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L=94m, B=0.5m)

15,000

○ 황산 징의 배수로 정비공사(L=54m, B=0.5m)

7,000

○ 황산 호동 배수로 정비공사(L=63m, B=0.5m)

9,000

○ 산이 건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5

m) 36,000

42,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9,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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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내송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B=0.5

m) 40,000

○ 산이 당후 용배수로 정비공사(L=180m, B=0.5

m) 33,000

○ 산이 대명 용배수로 정비공사(L=200m, B=0.6

m) 36,000

○ 산이 대진 용배수로 정비공사(L=310m, B=0.6

m) 50,000

○ 산이 덕곡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24,000

○ 산이 반송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27,000

○ 산이 방축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24,000

○ 산이 부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220m, B=0.5

m) 46,000

○ 산이 상공 용배수로 정비공사(L=85m, B=0.7m

) 22,000

○ 산이 송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300m, B=0.5

m) 48,000

○ 산이 시등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m, B=0.5

m) 16,000

○ 산이 예동 용배수로 정비공사(L=260m, B=0.5

m) 54,000

○ 산이 중촌 용배수로 정비공사(L=140m, B=0.5

m) 40,000

○ 산이 진산 용배수로 정비공사(L=230m, B=0.5

m) 36,000

○ 산이 진산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L=100

m, B=0.6m) 20,000

○ 산이 초두 용배수로 정비공사(L=45m)

9,000

○ 산이 학림 용배수로 정비공사(L=150m, B=0.5

m) 24,000

○ 문내 갈우 배수로 정비공사(L=120m)

20,000

○ 문내 고당 배수로 정비공사(L=145m)

26,000

○ 문내 고대 배수로 정비공사(L=181m)

32,500

○ 문내 고평 배수로 정비공사(L=250m, H=1.5m)

75,000

○ 문내 공영 배수로 정비공사(L=86m)

15,000

○ 문내 무고 배수로 정비공사(L=85m)

22,000

○ 문내 사교 배수로 정비공사(L=120m)

32,000

4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32,5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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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삼정 배수로 정비공사(L=140m, H=1.5m)

25,000

○ 문내 서외 배수로 정비공사(L=185m)

33,000

○ 문내 선두 배수로 정비공사(L=270m)

30,000

○ 문내 송정 배수로 정비공사(L=150m)

27,000

○ 문내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L=230m)

50,000

○ 문내 양정 배수로 정비공사(L=110m)

30,000

○ 문내 충평 배수로 정비공사(L=100m)

20,000

○ 화원 구림 배수로 정비공사(L=250m)

45,000

○ 화원 별암 배수로 정비공사(L=120m)

35,000

○ 화원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L=110m)

35,000

○ 화원 산수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원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L=150m)

30,000

○ 화원 석호 배수로 정비공사(L=100m)

22,000

○ 화원 섬동 배수로 정비공사(L=180m)

40,000

○ 화원 신용 용배수로 정비공사(L=120m, B=0.6

m) 23,000

○ 화원 온수 배수로 정비공사(L=200m)

35,000

○ 화원 장재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원 저상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원 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L=130m, B=0.6

m) 25,000

○ 화원 척북 배수로 정비공사(L=200m)

60,000

○ 화원 하리 배수로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원 학상 배수로 정비공사(L=150m)

30,000

○ 화원 화봉 배수로 정비공사(L=200m)

50,000

2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26,250 0 226,250

지 181,000

군 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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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26,250 0 226,250

지 181,000

군 45,250

01 시설비 226,250 0 226,25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26,250226,250,000원

지 181,000

군 45,250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237,000 153,000 8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9,000 54,000 85,000

01 시설비 139,000 54,000 85,000

○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 24,000

○ 간이 양수장 정비 및 수리

20,000

○ 현산 초호보 정비공사 90,000

○ 옥천 용동3 대형관정 보수공사

5,000

2,400,000원*10개소

2,000,000원*10개소

9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8,000 99,000 △1,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98,000 99,000 △1,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평가비

90,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장옥정비

8,000

3,000,000원*30공

8,000,000원*1식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국비) 100,000 100,000 0

국 50,000

군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국 50,000

군 50,00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금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100,000100,000,000원

국 50,000

군 50,000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887,500 1,010,000 △12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87,500 1,010,000 △122,500

01 시설비 887,500 1,010,000 △122,500

○ 저수지 잡목제거 30,000

○ 저수지 노후 스핀들 보수공사

24,500

○ 해남 장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100,000

○ 현산 송촌제 방수로 보수공사

80,000

○ 송지 소죽제 스핀들 보수공사

10,000

30,000,000원*1식

3,500,000원*7개소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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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중리1제 여수토 보수공사

30,000

○ 북평 평암1제 준설공사 30,000

○ 옥천 내동제 방수로 보수공사

25,000

○ 옥천 도림제 방수로 보수공사

25,000

○ 계곡 장산1제 스핀들 보수공사

3,000

○ 계곡 만년제 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여수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120,000

○ 계곡 사촌제 여수토 보수공사

30,000

○ 계곡 태인제 여수토 보수공사

35,000

○ 황산 미류제 스핀들 보수공사

5,000

○ 황산 병온2제 정비공사 95,000

○ 황산 송호4제 스핀들 보수공사

5,000

○ 화원 온수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200,000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86,000 0 286,000

지 200,000

군 8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6,000 0 286,000

지 200,000

군 86,000

01 시설비 283,000 0 283,000

○ 지표수보강개발(화산서남부) 283,000283,000,000원

지 197,000

군 86,000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 지표수보강개발 부대비 3,0003,000,000원

지 3,000

농어촌 환경정비 1,543,000 3,063,800 △1,520,800

지 1,075,000

군 468,000

농촌마을종합개발 7,000 7,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 7,000 0

03 시설부대비 7,000 7,000 0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7,0007,000,000원*1식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36,000 3,056,800 △1,520,800

지 1,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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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어촌 환경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46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36,000 3,053,300 △1,517,300

지 1,075,000

군 461,000

01 시설비 1,530,000 3,042,300 △1,512,3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530,0001,530,000,000원*1식

지 1,069,000

군 461,000

03 시설부대비 6,000 11,000 △5,0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

6,0006,000,000원*1식

지 6,000

공공기관 대행사업 2,791,000 3,398,700 △607,700

지 1,761,000

군 1,030,000

수리시설물 개보수 205,000 178,000 2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5,000 178,000 2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205,000 178,000 27,000

○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205,000

― 호동2간선 배수로외 1개소 설치공사

17,000

― 호동1-1간선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 호동1-2간선 배수로 설치공사

45,000

― 남리 1-2-1 배수로 설치공사

34,000

― 남리 1-2-2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 남리 1-2-3 배수로 설치공사

34,000

1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 30,000 30,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 30,000 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0,000 30,000 0

○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전기요금

30,00081,081원*370ha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삼산 두륜권역) 383,000 286,000 97,000

지 268,000

군 11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3,000 286,000 97,000

지 268,000

군 115,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83,000 286,000 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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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공공기관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삼산 두륜권역)

383,000383,000,000원*1식

지 268,000

군 115,00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마산서제골권역) 2,133,000 1,285,800 847,200

지 1,493,000

군 6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33,000 1,285,800 847,200

지 1,493,000

군 64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2,133,000 1,285,800 847,2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마산서제골권역)

2,133,0002,133,000,000원*1식

지 1,493,000

군 640,000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 40,000 0 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 0 4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0,000 0 40,000

○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사

용료지원 40,0005,000,000원*8개소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391,279 400,410 △9,131

국 3,177

도 8,967

군 379,135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 13,068 12,939 129

국 3,177

도 2,367

군 7,524

민방위 시범훈련실시 2,000 2,000 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

2,0001,000,000원*2회

민방위교육운영 11,068 10,939 129

국 3,177

도 2,367

군 5,524

201 일반운영비 8,908 8,779 129

국 2,529

도 1,914

군 4,465

01 사무관리비 8,908 8,779 129

○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1,60010,000원*160명

국 480

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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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784

○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01,900,000원*1식

국 570

도 399

군 931

○ 지원민방위대 제복비 36045,000원*8명

국 108

도 76

군 176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비지원)

2,000100,000원*20명

도 600

군 1,400

○ 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 경비

652652,000원 * 1회

국 652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국비지원)

2,3962,396,000원*1식

국 719

도 503

군 1,174

301 일반보상금 2,160 2,160 0

국 648

도 453

군 1,059

09 행사실비보상금 2,160 2,160 0

○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720180,000원*4명

국 216

도 151

군 353

○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1,440180,000원*8명

국 432

도 302

군 706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17,420 16,420 1,000

민방위 장비 확충 6,200 5,200 1,000

201 일반운영비 3,000 2,000 1,000

01 사무관리비 3,000 2,000 1,000

○ 방독면 폐기처리비 3,00010,000원*300개

405 자산취득비 3,200 3,2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 3,200 0

○ 민방위 6종 장비 구입 3,200200,000원*16개소

비상 급수시설 관리 5,620 5,620 0

201 일반운영비 5,620 5,620 0

01 사무관리비 2,620 2,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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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1,920

○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물품구입

200

○ 금강곡 비상급수시설 소독장치 자외선 램프

교체 500

160,000원*12회

200,000원*1개소

500,000원*1개소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및 시설보수

3,000250,000원*3개소*4회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 5,600 5,600 0

201 일반운영비 5,600 5,600 0

02 공공운영비 5,600 5,600 0

○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2,000

300,000원*1개소*12개월

2,000,000원*1개소

전시대비 훈련실시 10,290 14,116 △3,826

을지연습 실시 9,290 8,590 700

201 일반운영비 6,580 6,580 0

01 사무관리비 6,580 6,580 0

○ 을지연습추진 급량비(중식)

980

○ 을지연습추진 급량비 1,960

○ 을지연습 간식비 840

○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2,400

○ 을지연습 실제훈련 음향장비 임차

400

3,500원*70인*4일

7,000원*70인*4일

3,000원*70인*4일

50,000원*8종*6점

4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2,710 2,010 700

09 행사실비보상금 2,710 2,010 700

○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1,960

○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야식 및 간식비

750

7,000원*35인*4일*2식

250,000원* 3일

지상협동훈련 실시 1,000 1,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 1,0001,000,000원*1회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226,301 234,735 △8,434

도 6,600

군 219,701

예비군 육성지원 100,730 109,200 △8,470

308 자치단체등이전 94,730 76,200 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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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94,730 76,200 18,530

○ 예비군육성지원 94,73094,73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 33,000 △27,000

01 시설비 6,000 33,000 △27,000

○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해남군지역

대) 2,000

○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문내면대)

1,000

○ 예비군중대본부 비가림시설(화원면대)

3,000

2,000,000원*1개소

1,000,000원*1개소

3,000,000원*1개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000 12,000 0

307 민간이전 12,000 12,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12,000 0

○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2,00012,000,000원*1식

향토방위 작전지원 42,690 32,715 9,97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2,690 32,715 9,975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2,690 32,715 9,975

○ 향토방위 작전 및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

원 42,69042,690,000원*1식

공익근무요원 관리 64,281 74,220 △9,939

301 일반보상금 64,281 74,220 △9,939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4,281 74,220 △9,939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1,131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610

― 제복 1,400

― 제모 160

― 명찰 50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9,440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8,100

○ 사회복무요원 가료비 4,000

172,950원*15인*12월

70,000원*10인*2회

8,000원*10인*2회

5,000원*10인

6,000원*15인*216일

2,500원*15인*216일

2,000,000원*2인

향토방위 작전지원(보조) 6,600 6,600 0

도 6,6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600 6,600 0

도 6,600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6,600 6,600 0

○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 6,6006,600,000원

도 6,600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관리 124,200 122,200 2,000

자율방범대 지원 65,680 65,680 0

301 일반보상금 60,680 60,6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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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자율방범대실비지원 60,680 60,680 0

○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40,880

○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

10,800

○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19개 지역대)

9,000

20,440,000원*2회

10,800,000원*1식

4,500,000원*2회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5,000 0

○ 자율방범대 체육행사 지원 5,0005,000,000원*1회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 58,520 56,520 2,000

301 일반보상금 53,520 51,520 2,00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3,520 51,520 2,000

○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연합회)

10,000

○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

14,400

○ 소방의날 행사 지원 14,400

○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수당

14,720

5,000,000원*2회

450,000원*32개대

450,000원*32개대

46,000원*10명*32개대*1회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5,000 0

○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5,0005,000,000원*1회

도로망 확충 8,565,598 3,507,501 5,058,097

지 206,000

군 8,359,598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6,005,800 2,284,800 3,721,000

군도 확충 895,800 229,800 666,000

201 일반운영비 4,800 4,800 0

01 사무관리비 4,800 4,800 0

○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4,8004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91,000 225,000 666,000

01 시설비 886,000 220,000 666,000

○ 토지보상 350,000

○ 마산 화내~산막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1,

800m, B=6m) 170,000

○ 황산 옥동~이목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L=1,500m, B=7m) 136,000

○ 산이 신흥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L=2550

m, B=6m) 230,000

35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136,000,000원*1식

23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군도 정비사업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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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농어촌 도로 확충 2,100,000 355,000 1,7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00,000 355,000 1,745,000

01 시설비 2,095,000 350,000 1,745,000

○ 현산 학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L=0.62

㎞) 500,000

○ 북평 서홍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1.0㎞) 90,000

○ 북일 금당~갈두간 선형개량사업(L=0.2㎞)

200,000

○ 마산 원항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L=330m)

300,000

○ 화원 온수~산수간 도로확·포장공사(L=1.6㎞

) 80,000

○ 토지보상 100,000

○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표지판, 표

지병) 200,000

○ 화산 관동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L=1,2

00m, B=7m) 109,000

○ 현산 구산~신풍간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1,100m, B=6m) 90,000

○ 현산 봉동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1,40

0m, B=6m) 119,000

○ 현산 신방~장등간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700m, B=6m) 55,000

○ 현산 조산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900m

, B=6m) 72,000

○ 산이 금호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L=2,00

0m, B=6m) 180,000

5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9,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19,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황산 병온 ~ 연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703,000 200,000 50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3,000 200,000 503,000

01 시설비 700,000 200,000 500,000

○ 황산 병온~연호간 도로 확포장공사(L=2.3km)

700,0007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 황산 병온~연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화원 절골 ~ 송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502,000 1,000,000 △49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2,000 1,000,000 △498,000

01 시설비 500,000 997,000 △497,000

○ 화원 절골~송촌간 도로 확포장공사(L=2.83km

) 500,0005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3,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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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절골~송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2,0002,000,000원*1식

화산 송계 ~ 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1,303,000 200,000 1,10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3,000 200,000 1,103,000

01 시설비 1,300,000 200,000 1,100,000

○ 화산 송계~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L=2.0km)

1,300,0001,3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 화산 송계~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해남 안동 ~ 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2,000 300,000 20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2,000 300,000 202,000

01 시설비 500,000 300,000 200,000

○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 확포장공사(L=1.8km)

500,0005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

2,0002,000,000원*1식

도로시설 관리 2,070,461 751,957 1,318,504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47,600 47,6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7,600 47,600 0

01 시설비 47,600 47,600 0

○ 도로표지판 정비 28,000

○ 도로표지판 설치 19,600

500,000원*4개소*14개읍면

200,000원*7개소*14개읍면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593,761 284,257 309,504

101 인건비 8,400 6,860 1,54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20 980 1,540

○ 도로보수원 피복비 1,400

○ 도로보수원 안전화 1,120

200,000원*7명

80,000원*7명*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80 5,880 0

○ 도로보수원 활동여비

5,88010,000원*7명*7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25,961 141,997 △16,036

01 사무관리비 54,364 65,864 △11,500

○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낫,삽,톱,예취기

날 등) 2,000

○ 도로보수원 야광조끼 350

○ 도로보수원 야광모자 175

○ 삼각대 360

○ 작업유도간판 360

○ 야광지시봉 119

2,000,000원*1식

50,000원*7벌

25,000원*7개

180,000원*2개

180,000원*2개

17,000원*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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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30,000

○ 도로노견 퇴적토정비 장비임차료

21,000

500,000원*5일*12대

500,000원*3일*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71,597 76,133 △4,536

○ 굴삭기 보험료 450

○ 덤프트럭 보험료 890

○ 1톤트럭 보험료 500

○ 굴삭기 유류대 14,553

○ 굴삭기 유지비 3,000

○ 덤프트럭 유류대 14,553

○ 1톤트럭 유류대 3,043

○ 덤프트럭 유지비 4,000

○ 1톤트럭 유지비 1,000

○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600

○ 어린이보호구역 CCTV전기사용료 및 통신운영

비 1,800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20,400

○ 현장점검차량 보험료 500

○ 현장점검차량 유류대 3,308

○ 현장점검차량 유지비 2,000

450,000원*1대

890,000원*1대

500,000원*1대

1,323원*11,000리터

3,000,000원*1대

1,323원*11,000리터

1,323원*2,300리터

4,000,000원*1식

1,000,000원*1대

400,000원*4대

150,000원*12개월

17대*100,000원*12개월

500,000원*1대

1,323원*2,500ℓ *1대

2,000,000원*1식

206 재료비 100,000 100,000 0

01 재료비 100,000 100,000 0

○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모래,염화칼슘,아스콘,

쇄석,레미콘등) 100,000100,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5,400 35,400 270,000

01 시설비 305,400 35,400 270,000

○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 5,400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000

27,000원*200톤

30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54,000 0 5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0 0 54,000

○ 도로 차선제거 장비 구입 18,000

○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입(1톤차량용)

14,000

○ 제설작업용 제설기 구입(1톤차량용)

22,000

18,000,000원*1대

7,000,000원*2대

11,000,000원*2대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1,221,000 392,000 82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21,000 392,000 829,000

01 시설비 1,221,000 392,000 829,000

○ 농어촌도로 시설물정비 50,000

○ 해남 학동 도로측구 정비공사(L=180m, B=0.4

m) 30,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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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산림 도로측구 정비공사(L= 180m, B=0.

6m) 32,000

○ 삼산 시등 도로측구 정비공사(L=250m, B=0.6

m) 45,000

○ 삼산 창리 도로측구 정비공사(L=240m, B=0.6

m) 43,000

○ 화산 구성 도로측구 정비공사(L=180m)

36,000

○ 현산 고담 도로측구 정비공사(L=130m, B=0.6

m) 25,000

○ 현산 방두 도로측구 정비공사(L=180m, B=0.6

m) 35,000

○ 현산 신풍 도로측구 정비공사(L=80m, B=0.5m

) 15,000

○ 현산 월송 도로측구 정비공사(L=130m, B=0.6

m) 25,000

○ 송지 동현 도로측구 정비공사(L=140m)

30,000

○ 송지 미야 도로측구 정비공사(L=120m)

30,000

○ 옥천 백호 도로측구 정비공사(L=50m)

15,000

○ 옥천 영신 도로측구 정비공사(L=250m)

90,000

○ 옥천 용산 도로측구 정비공사(L=110m)

22,000

○ 옥천 용정 도로측구 정비공사(L=200m)

27,000

○ 계곡 성진 도로측구 정비공사(L=130m)

26,000

○ 계곡 신평 도로측구 정비공사(L=200m)

45,000

○ 화원 장평 도로측구 정비공사(L=530m)

90,000

○ 화원 초동 도로측구 정비공사(L=100m)

20,000

○ 해남 내사 농어촌도로 304호선 차선도색 공

사(L=14km) 98,000

○ 화산 해창 도로 차선도색 공사(L=7km)

49,000

○ 화산 흑석 도로 차선도색 공사(L=2.6km)

18,000

○ 황산 관춘 군도24호선 차선도색 공사(L=35km

) 245,000

○ 황산 성산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공사

50,000

○ 북평 와룡 가드레일 설치공사(L=50m)

15,000

32,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49,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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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동외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L=87m)

15,00015,000,000원*1식

군도 유지관리 208,100 28,100 1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8,100 28,100 180,000

01 시설비 208,100 28,100 180,000

○ 군도 폐기물처리용역 8,100

○ 군도 소파보수 200,000

27,000원*300톤

200,000,000원*1식

도로유지 관리 30,903 16,090 14,813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30,903 16,090 14,813

101 인건비 10,192 6,240 3,95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20 0 3,920

○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

원 업무추진 급량비 3,9207,000원*7인*20일*4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72 6,240 32

○ 교통량조사 인부임 6,27249,000원*32지점*4인

201 일반운영비 20,711 8,350 12,361

02 공공운영비 20,711 4,430 16,281

○ 관동차고지 난방용 유류대 1,291

○ 관동차고지 화재보험료 860

○ 관동차고지 청사유지관리 2,000

○ 관동차고 옥상 방수작업 15,000

○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

1,560

922원*1,400리터

860,000원*1회

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30,000원*12월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412,000 412,000 0

지 206,000

군 206,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50,000 250,000 0

지 125,000

군 1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250,000 0

지 125,000

군 125,000

01 시설비 249,000 249,000 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9,000249,000,000원*1식

지 124,500

군 124,500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대비

1,0001,000,000원*1식

지 500

군 50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62,000 16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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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81,000

군 8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000 162,000 0

지 81,000

군 81,000

01 시설비 162,000 162,000 0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162,000162,000,000원*1식

지 81,000

군 81,000

토목설계단 운영 46,434 42,654 3,780

토목설계단 운영 46,434 42,654 3,780

101 인건비 7,500 1,500 6,0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500 1,500 6,00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작업복)

90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안전화)

600

○ 토목설계 합동추진여비

6,000

150,000원*6인

100,000원*6인

20,000원*5인*5일*12월

201 일반운영비 25,214 17,954 7,260

01 사무관리비 24,614 17,954 6,660

○ 표준품셈 106

○ 물가정보, 거래가격 408

○ 설계도서 복사비 5,00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

2,940

○ 설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13,160

○ 설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3,000

53,000원*2권

17,000원*2권*12회

5,000,000원*1식

7,000원*14인*30일*1회

1,880,000원*7개

500,000원*6개

02 공공운영비 600 0 600

○ GPS 측량기기 운영비 60050,000원*12월

202 여비 3,920 13,400 △9,480

01 국내여비 3,920 13,400 △9,48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

3,92020,000원*14개읍면*14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9,800 9,800 0

03 시설부대비 9,800 9,800 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

9,800700,000원*14개읍면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100,592 96,440 4,152

기본경비(안전건설과) 100,592 96,440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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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안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안전건설과) 27,200 27,200 0

201 일반운영비 23,000 23,000 0

01 사무관리비 23,000 23,000 0

○ 부서운영비(총액) 23,00023,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정원23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안전총괄) 21,984 19,800 2,184

201 일반운영비 8,064 5,880 2,184

01 사무관리비 8,064 5,880 2,184

○ 안전총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3,920 13,920 0

01 국내여비 13,920 13,920 0

○ 기본 국내여비 13,92013,920,000원

기본경비(재난관리) 12,912 12,840 72

201 일반운영비 4,032 4,200 △168

01 사무관리비 4,032 4,200 △168

○ 재난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8,880 8,640 240

01 국내여비 8,880 8,640 240

○ 기본 국내여비 8,8808,880,000원

기본경비(농업기반조성) 8,832 8,160 672

201 일반운영비 4,032 3,360 672

01 사무관리비 4,032 3,360 672

○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4,800 4,800 0

01 국내여비 4,800 4,800 0

○ 기본 국내여비 4,8004,800,000원

기본경비(농촌개발) 8,832 9,120 △288

201 일반운영비 4,032 3,360 672

01 사무관리비 4,032 3,360 672

○ 농촌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4,800 5,760 △960

01 국내여비 4,800 5,760 △960

○ 기본 국내여비 4,8004,800,000원

기본경비(토목) 20,832 19,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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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안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9,072 7,560 1,512

01 사무관리비 9,072 7,560 1,512

○ 토목담당 업무추진급량비 9,0729,072,000원

202 여비 11,760 11,760 0

01 국내여비 11,760 11,760 0

○ 기본 국내여비 10,32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0

10,320,000원

1,440,000원

재무활동(안전건설과) 205,806 199,812 5,994

내부거래지출(안전건설과) 205,806 199,812 5,994

내부거래지출(안전건설과) 205,806 199,812 5,994

702 기금전출금 205,806 199,812 5,994

01 기금전출금 205,806 199,812 5,994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5,806205,806,000원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