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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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71,907,958 41,153,566 30,754,392

국 3,315,328

균 7,427,000

기 4,000

도 658,230

군 60,503,400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198,256 99,376 98,880

국 4,873

도 27,940

군 165,443

국유재산 관리 9,500 7,500 2,000

국유 재산관리 운영 9,500 7,500 2,000

201 일반운영비 9,500 7,500 2,000

01 사무관리비 9,500 7,500 2,000

○ 국유재산관리 9,500

―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2,500

―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7,000

50,000원*50건

500,000원*14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146,730 63,550 83,180

도 26,440

군 120,290

안전점검의 날 운영 6,940 7,640 △700

201 일반운영비 6,940 7,640 △700

01 사무관리비 6,940 7,640 △700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700

○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

2,880

○ 재난예방 홍보물(홍보전단지,배너 등) 제작

3,360

70,000원*10인*1회

60,000원*16개소*3회

60,000원*14읍면*4회

시설 안전점검 실시 9,600 6,160 3,440

201 일반운영비 9,600 6,160 3,440

01 사무관리비 9,600 6,160 3,440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9,600160,000원*5인*6일*2회

안전문화운동 추진 54,800 0 54,800

도 26,440

군 28,360

201 일반운영비 54,800 0 54,800

도 26,440

군 28,360

01 사무관리비 54,800 0 54,800

○ 안전문화운동 추진 42,00042,000,000원*1식

도 21,000

군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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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단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남도안전학당 운영 8,0008,000,000원*1식

도 4,000

군 4,000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4,8004,800,000원*1식

도 1,440

군 3,360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75,390 49,750 25,640

201 일반운영비 38,050 49,750 △11,700

01 사무관리비 38,050 49,750 △11,700

○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 38,050

―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 30,000

― 안전체험 학생 간식비 8,050

500,000원*60대

3,500원*2,300명

301 일반보상금 1,340 0 1,340

09 행사실비보상금 1,340 0 1,340

○ 안전모니터요원 참석수당 보상

1,34067,000원*20명

401 시설비및부대비 36,000 0 36,000

01 시설비 36,000 0 36,000

○ 교통사고 예방 옐로우카펫 설치

36,000600,000원*60개소

안전상황실 운영 36,026 23,726 12,300

국 1,873

군 34,153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746 4,446 △700

국 1,873

군 1,873

201 일반운영비 3,746 4,446 △700

국 1,873

군 1,873

01 사무관리비 3,746 4,446 △700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7463,746,000원*1식

국 1,873

군 1,873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32,280 19,280 13,000

201 일반운영비 32,280 19,280 13,000

01 사무관리비 32,280 19,280 13,000

○ 안전상황실 급량비 2,000

○ 안전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

2,000

○ 안전관리계획 및 홍보책자 발간

2,000

○ 재난종합 상황실 일직수당

14,280

8,000원*5인*10일*5회

2,000,000원*1식

40,000원*50부

60,000원*2인*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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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단위: 안전상황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12,00012,000,000원*1식

사회재난대응강화 6,000 0 6,000

국 3,000

도 1,500

군 1,500

기초 재난대응 훈련 6,000 0 6,000

국 3,000

도 1,500

군 1,500

201 일반운영비 6,000 0 6,000

국 3,000

도 1,500

군 1,500

01 사무관리비 6,000 0 6,000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0006,000,000원*1식

국 3,000

도 1,500

군 1,500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761,168 395,263 365,905

국 10,455

도 40,070

군 710,643

민방위 및 비상대비 효율적 관리 35,617 23,500 12,117

국 2,955

도 4,860

군 27,802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17,537 9,490 8,047

국 2,385

도 4,480

군 10,672

201 일반운영비 14,313 5,160 9,153

국 1,418

도 3,842

군 9,053

01 사무관리비 14,313 5,160 9,153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국도비)

2,0282,028,000원*1식

국 608

도 406

군 1,014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보조)

2,000100,000원*20명

도 600

군 1,400

○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607607,000원*1회

국 607

○ 지원민방위대 제복비 678113,000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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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방위 및 비상대비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03

도 136

군 339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지원

9,0009,000,000원*1식

도 2,700

군 6,300

301 일반보상금 3,224 4,330 △1,106

국 967

도 638

군 1,619

09 행사실비보상금 3,224 4,330 △1,106

○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644644,000원*1식

국 192

도 128

군 324

○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1,050175,000원*6명

국 315

도 210

군 525

○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1,53010,000원*153명

국 460

도 300

군 770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7,080 13,010 4,070

국 570

도 380

군 16,130

201 일반운영비 17,080 13,010 4,070

국 570

도 380

군 16,130

01 사무관리비 17,080 13,010 4,070

○ 민방위 날 훈련 참여자 민방위복 구입

10,500

○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등 구입

600

○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00

35,000원*300명

600,000원*1식

1,900,000원*1식

국 570

도 380

군 950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홍보물 제작

4,08060,000원*17개소*4회

민방위 시범훈련실시 1,000 1,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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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방위 및 비상대비 효율적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

1,0001,000,000원*1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126,888 20,800 106,088

국 7,500

도 35,210

군 84,17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10,000 2,400 7,600

201 일반운영비 10,000 2,400 7,600

01 사무관리비 1,800 1,400 400

○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1,200

○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물품구입

600

50,000원*2개소*12회

200,000원*3개소

02 공공운영비 8,200 1,000 7,200

○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유지관리

7,200

○ 금강곡 비상급수시설 소독장치 자외선 램프

교체 및 저수조 청소 1,000

200,000원*3개소*12회

500,000원*1개소*2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관리 2,400 0 2,400

도 1,200

군 1,200

201 일반운영비 2,400 0 2,400

도 1,200

군 1,200

01 사무관리비 2,400 0 2,400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 2,400200,000원*12개소

도 1,200

군 1,200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28,988 7,200 21,788

201 일반운영비 27,488 7,200 20,288

01 사무관리비 8,288 0 8,288

○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

8,2888,288,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9,200 7,200 12,000

○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

10,320

○ 민방위경보용 전용회선 요금

8,880

430,000원*2개소*12월

370,000원*2개소*12월

405 자산취득비 1,500 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0 1,500

○ 송지면 민방위경보시설 내 냉난방기 설치

1,5001,500,000원*1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4,000 0 4,000

국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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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560

군 2,240

405 자산취득비 4,000 0 4,000

국 1,200

도 560

군 2,24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0 4,000

○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4,0004,000,000원*1개소

국 1,200

도 560

군 2,240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76,500 11,200 65,300

국 6,300

도 31,950

군 38,250

201 일반운영비 76,500 0 76,500

국 6,300

도 31,950

군 38,250

01 사무관리비 76,500 0 76,500

○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구입

21,00042,000원*500개

국 6,300

도 4,200

군 10,500

○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구입(도비 원전사

업) 55,50037,000원*1,500개

도 27,750

군 27,750

민방위 비상발전기 설치 5,000 0 5,000

도 1,500

군 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0 5,000

도 1,500

군 3,500

01 시설비 5,000 0 5,000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5,0005,000,000원*1개

도 1,500

군 3,500

비상대비 훈련 실시 14,440 14,160 280

을지(태극)연습 실시 10,440 10,160 280

201 일반운영비 10,440 8,360 2,080

01 사무관리비 10,440 8,360 2,080

○ 을지(태극)연습추진 급량비

2,2408,000원*70인*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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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단위: 비상대비 훈련 실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을지(태극)연습추진 급량비(중식)

1,260

○ 을지(태극)연습장 운영 1,260

○ 을지(태극)연습 홍보물 제작

2,880

○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음향장비 임차

1,000

○ 을지(태극)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

비 1,800

4,500원*70인*4일

4,500원*70인*4일

60,000원*8종*6점

1,000,000원*1식

1,800,000원*1식

지상협동훈련 실시 4,000 4,000 0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

01 사무관리비 4,000 4,000 0

○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 4,0004,000,000원*1회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410,023 212,603 19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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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육성지원 133,108 92,631 40,477

308 자치단체등이전 95,141 92,631 2,510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95,141 92,631 2,510

○ 예비군육성지원(경상) 95,14195,141,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967 0 37,967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7,967 0 37,967

○ 예비군육성지원(자본) 37,96737,967,000원*1식

공익근무요원 관리 264,915 107,972 156,943

301 일반보상금 264,915 107,972 156,943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64,915 107,972 156,943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98,000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4,500

― 제복 4,500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5,990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16,425

550,000원*30인*12월

300,000원*15인*1회

7,000원*30인*219일

2,500원*30인*219일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관리 174,200 124,200 50,000

자율방범대 지원 65,680 65,680 0

301 일반보상금 60,680 60,680 0

04 자율방범대실비지원 60,680 60,680 0

○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40,880

○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

10,800

20,440,000원*2회

10,8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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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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방범대 운영비(연합회)

9,0004,5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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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20 58,520 50,000

301 일반보상금 53,520 53,520 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3,520 53,520 0

○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연합회)

10,000

○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

9,600

○ 소방의날 행사 지원 19,200

○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

14,720

5,000,000원*2회

300,000원*32개대

600,000원*32개대

46,000원*10명*32개대*1회

307 민간이전 55,000 5,000 5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5,000 5,000 50,000

○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5,000

○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50,000

5,000,000원*1회

50,000,000원*1회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1,396,500 1,937,810 △541,310

국 300,000

군 1,096,500

자연재해관리 체계 확립 69,100 23,160 45,940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 38,280 20,160 18,120

201 일반운영비 38,280 20,160 18,120

02 공공운영비 38,280 20,160 18,120

○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2,760

○ 기상상황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0

○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0

○ 자연재해관리 전화요금 360

○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

18,000

○ 자연재해예방 음성경보시스템 통신요금

2,400

○ 자연재해 위성전화기 사용료

2,160

○ 자연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3,600

230,000원*12월

2,000,000원*1회

7,000,000원*1식

30,000원*1대*12월

1,500,000원*1대*12월

200,000원*12월

30,000원*6대*12월

400,000원*9개소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 30,820 3,000 2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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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단위: 자연재해관리 체계 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1,320 3,000 8,320

01 사무관리비 11,320 3,000 8,320

○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

8,320

○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

3,000

8,000원*13인*8일*10회

3,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9,500 0 19,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0 0 19,500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용 노트북 구

입 19,5001,500,000원*13개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1,327,400 1,914,650 △587,250

국 300,000

군 1,027,400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6,000 6,000 0

201 일반운영비 6,000 6,000 0

02 공공운영비 6,000 6,000 0

○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6,0006,000,000원*1식

자연재해 예방 홍보 10,400 18,650 △8,250

201 일반운영비 9,000 9,000 0

01 사무관리비 9,000 9,000 0

○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4,000

○ 자연재해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제작

5,000

1,000,000원*4회

500,000원*10개소

301 일반보상금 1,400 9,650 △8,250

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1,400 0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

1,40050,000원*14명*2회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 111,000 90,000 21,000

201 일반운영비 111,000 90,000 21,000

01 사무관리비 111,000 90,000 21,000

○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

20,000

○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91,000

20,000,000원*1식

500,000원*14대*13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시군) 600,000 800,000 △200,000

국 300,000

군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800,000 △200,000

국 300,000

군 300,000

01 시설비 595,000 795,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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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단위: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595,000595,000,000원*1식

국 297,500

군 297,500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05,000,000원*1식

국 2,500

군 2,500

재해 침수흔적도 작성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 재해 침수흔적도 제작 측량비

200,000200,000,000원*1식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매입 400,000 0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0 400,000

01 시설비 400,000 0 400,000

○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매입

400,000400,000,000원*1식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8,794,960 5,202,960 3,592,000

국 1,500,000

균 1,352,000

도 27,000

군 5,915,960

지방 하천 정비사업 3,050,000 1,564,000 1,486,000

국 1,500,000

군 1,550,000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50,000 64,000 △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64,000 △14,000

01 시설비 50,000 64,000 △14,000

○ 삼산 구림천 정비공사 50,00050,000,000원*1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시군) 3,000,000 1,500,000 1,500,000

국 1,500,000

군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1,500,000 1,500,000

국 1,500,000

군 1,500,000

01 시설비 2,500,000 1,490,000 1,010,000

○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00,0002,500,000,000원*1식

국 1,250,000

군 1,250,000

02 감리비 500,000 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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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지방 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500,000500,000,000원*1식

국 250,000

군 250,000

소하천 정비사업 5,690,000 3,584,000 2,106,000

균 1,352,000

군 4,338,000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1,588,000 872,000 716,000

균 794,000

군 79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88,000 872,000 716,000

균 794,000

군 794,000

01 시설비 1,588,000 862,000 726,000

○ 화원 장춘 소하천 정비공사

1,588,0001,588,000,000원*1식

균 794,000

군 794,000

소하천 정비사업 2,798,000 2,592,000 2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98,000 2,592,000 206,000

01 시설비 2,798,000 2,592,000 206,000

○ 하천 수목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0

○ 송지 통호 소하천 정비사업

200,000

○ 현산 만안 소하천 정비사업

50,000

○ 송지 산정천 정비공사 8,000

○ 현산 봉림 소하천 정비공사

150,000

○ 현산 고담 소하천 정비공사

185,000

○ 송지 송종천 정비공사 120,000

○ 옥천 흑천 소하천 정비공사

150,000

○ 옥천 청용1 소하천 정비공사

150,000

○ 옥천 대산 소하천 정비공사

300,000

○ 옥천 용동2 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장활 소하천 정비공사

99,000

○ 해남 온인 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해남 안동 소하천 보수공사

13,000

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85,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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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충리 소하천(신리) 정비공사

70,000

○ 삼산 창리 소하천(상금1) 정비공사

75,000

○ 화산 석정2 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현산 상구시1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 현산 조산 소하천 정비공사

90,000

○ 북평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 옥천 남촌 소하천 정비공사

80,000

○ 계곡 선진 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계곡 무이 소하천 정비공사

38,000

○ 계곡 월암 소하천 정비공사

80,000

○ 계곡 무이2 소하천 정비공사

30,000

○ 마산 외호 소하천 정비공사

100,000

○ 문내 신창 소하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인지1 소하천 정비공사

75,000

○ 화원 월하 소하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산수 소하천 정비공사

90,000

○ 화원 신평 소하천 정비공사

60,000

○ 화원 가랍 소하천 정비공사

35,000

7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소하천 유지관리 188,000 120,000 68,000

201 일반운영비 98,000 70,000 28,000

01 사무관리비 98,000 70,000 28,000

○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98,000500,000원*14대*14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50,000 40,000

01 시설비 90,000 50,000 40,000

○ 퇴적토 준설사업 90,00010,000,000원*9개소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 744,000 0 744,000

균 372,000

군 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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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744,000 0 744,000

균 372,000

군 372,000

01 시설비 644,000 0 644,000

○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

644,000644,000,000원*1식

균 322,000

군 322,000

02 감리비 100,000 0 100,000

○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100,000100,000,000원*1식

균 50,000

군 50,000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 372,000 0 372,000

균 186,000

군 18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2,000 0 372,000

균 186,000

군 186,000

01 시설비 362,000 0 362,000

○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

362,000362,000,000원*1식

균 181,000

군 181,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010,000,000원*1식

균 5,000

군 5,000

풍수해보험금 54,960 54,960 0

도 27,000

군 27,960

풍수해보험금 960 960 0

201 일반운영비 960 960 0

01 사무관리비 960 960 0

○ 풍수해 보험가입 현수막 제작

96060,000원*16개소

풍수해보험사업 54,000 54,000 0

도 27,000

군 27,000

307 민간이전 54,000 54,000 0

도 27,000

군 27,000

06 보험금 54,000 54,000 0

○ 풍수해 보험금 54,00054,000,000원*1식

도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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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단위: 풍수해보험금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27,000

농업 경쟁력 강화 11,845,265 8,145,462 3,699,803

국 1,500,000

균 2,010,000

기 4,000

도 252,143

군 8,079,122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418,000 0 418,000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 418,000 0 41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0 5,000

01 시설비 5,000 0 5,000

○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 5,0005,000,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13,000 0 41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13,000 0 413,000

○ 관춘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2019년 시행분

) 413,000413,000,000원*1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7,143 500,000 △142,857

균 250,000

도 32,143

군 75,0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357,143 500,000 △142,857

균 250,000

도 32,143

군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7,143 500,000 △142,857

균 250,000

도 32,143

군 75,000

01 시설비 354,143 496,400 △142,257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54,143354,143,000원*1식

균 247,900

도 31,873

군 74,370

03 시설부대비 3,000 3,600 △6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3,0003,000,000원*1식

균 2,100

도 270

군 630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320,000 12,500 307,500

지방관리방조제사업 320,000 12,500 307,500

201 일반운영비 150,000 0 150,000

01 사무관리비 150,000 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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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

비임차료 150,0001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000 12,500 157,500

01 시설비 170,000 12,500 157,5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100,000

○ 안전정밀 진단용역 60,000

○ 문내 양정 배수문 설치공사

10,000

100,000,000원*1식

15,000,000원*4개소

10,000,000원*1식

밭기반 정비사업 2,422,730 3,239,990 △817,260

균 1,760,000

도 220,000

군 442,730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운영비) 222,730 65,990 156,7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63,000 △43,000

01 시설비 20,000 63,000 △43,000

○ 밭기반대형관정 보수사업비

20,0004,000,000원*5개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2,730 0 202,73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730 0 202,730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00,000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사후관리

100,000

○ 밭기반대형관정 정기수질검사

2,73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30,000원*21공

농업기반정비(마무리 밭기반정비) 2,200,000 3,174,000 △974,000

균 1,760,000

도 220,000

군 2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00 3,174,000 △974,000

균 1,760,000

도 220,000

군 220,000

01 시설비 2,112,000 2,904,000 △792,000

○ 현산 학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678,500678,500,000원*1식

균 542,800

도 67,850

군 67,850

○ 옥천 조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608,500608,500,000원*1식

균 486,800

도 60,850

군 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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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밭기반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연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5,000125,000,000원*1식

균 100,000

도 12,500

군 12,500

○ 문내 용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00,000700,000,000원*1식

균 560,000

도 70,000

군 70,000

02 감리비 80,000 261,000 △181,000

○ 옥천 조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40,00040,000,000원*1식

균 32,000

도 4,000

군 4,000

○ 현산 학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40,00040,000,000원*1식

균 32,000

도 4,000

군 4,000

03 시설부대비 8,000 9,000 △1,000

○ 옥천 조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4,0004,000,000원*1식

균 3,200

도 400

군 400

○ 현산 학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4,0004,000,000원*1식

균 3,200

도 400

군 400

배수개선사업 1,584,392 60,172 1,524,220

국 1,500,000

군 84,392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84,392 60,172 24,220

101 인건비 49,620 29,800 19,8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620 29,800 19,820

○ 배수갑문 관리인부임 40,000

○ 방조제 저류지 내 갈대 제거

7,700

○ 방조제 제초작업 1,920

40,000,000원*1식

77,000원*50개소*2일

160,000원*2인*2개소*3일

201 일반운영비 34,772 30,372 4,400

01 사무관리비 13,112 8,000 5,112

○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10,080

― 제1배수장 7,080

― 제2배수장 3,000

590,000원*1개소*12월

250,000원*1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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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안전점검수수료

1,032

○ 북일 신월배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료(3년

주기) 2,000

86,000원*1개소*12월

2,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21,660 22,372 △712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468

○ 화산 안호 배수갑문 전기요금

372

○ 화원 화봉 배수장 전기요금

336

○ 화원 후산 배수장 전기요금

336

○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4,560

― 제1배수장 2,880

― 제2배수장 1,680

○ 북일 신월배수장 물관리자동화 통신사용료

788

○ 화산 관동방조제 관리 CCTV 통신사용료

4,800

○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유지비

10,000

39,000원*1개소*12월

31,000원*1개소*12월

28,000원*1개소*12월

28,000원*1개소*12월

240,000원*1개소*12월

140,000원*1개소*12월

65,650원*1개소*12월

400,000원*1개소*12월

10,000,000원*1식

배수개선(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1,500,000 0 1,500,000

국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90,216 0 1,390,216

국 1,390,216

01 시설비 1,083,216 0 1,083,216

○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1,083,2161,083,216,000원*1식

국 1,083,216

02 감리비 300,000 0 300,000

○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00,000300,000,000원*1식

국 300,000

03 시설부대비 7,000 0 7,000

○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부대비

7,0007,000,000원*1식

국 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9,784 0 109,784

국 109,784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9,784 0 109,784

○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09,784109,784,000원*1식

국 109,784

농로포장사업 6,739,000 4,332,800 2,406,200

농로포장 사업 6,739,000 4,104,800 2,634,200

- 17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98,000 0 98,000

01 사무관리비 98,000 0 98,000

○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98,0007,000,000원*14개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6,641,000 4,104,800 2,536,200

01 시설비 6,626,000 4,104,800 2,521,200

○ 농로 원상복구비 4,000

○ 문내 외암 교량 정비공사

250,000

○ 해남 관동 농로 정비공사 31,000

○ 해남 부흥 농로 정비공사 60,000

○ 해남 신리1 농로 정비공사

75,000

○ 해남 길호 농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송용1 농로 정비공사

28,000

○ 해남 월교 농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부흥 농로 보수공사 10,000

○ 해남 고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해남 송용2 농로 정비공사

22,000

○ 해남 신리2 농로 정비공사

14,000

○ 해남 송용3 농로 정비공사

43,000

○ 해남 남송 농로 정비공사 8,000

○ 해남 내사 농로 정비공사 55,000

○ 해남 연동 농로 정비공사 7,000

○ 해남 안동 농로 정비공사 23,000

○ 삼산 신흥 농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상금 농로 정비공사 24,000

○ 삼산 대흥 농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송정 농로 정비공사 37,000

○ 삼산 신기 농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화내 농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계동 농로 정비공사 11,000

○ 삼산 항리 농로 정비공사 11,000

○ 삼산 신금 농로 정비공사 30,000

○ 삼산 원진 농로 정비공사 37,000

○ 삼산 도토 농로 정비공사 30,000

○ 삼산 평활1 농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도토 위험농로 개선사업

7,000

4,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 18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평활2 농로 정비공사

15,000

○ 삼산 신리 농로 정비공사 11,000

○ 삼산 평활3 농로 정비공사

18,000

○ 화산 석전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산 경도 농로 보강공사 50,000

○ 화산 은산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산 해창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산 가장 농로 정비공사 28,000

○ 화산 신풍2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산 방축1 농로 보강공사

24,000

○ 화산 갑길1 농로 보강공사

45,000

○ 화산 안정1 농로 정비공사

96,000

○ 화산 연곡1 농로 보강공사

60,000

○ 화산 관동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신풍4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산 방축2 농로 정비공사

19,000

○ 현산 시등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방두 농로 정비공사 30,000

○ 현산 덕흥1 농로 정비공사

40,000

○ 현산 신방1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읍호1 농로 정비공사

55,000

○ 현산 고담1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하구시 농로 정비공사

66,000

○ 현산 학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덕흥2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신방2 농로 정비공사

32,000

○ 현산 구산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경수 농로 정비공사 20,000

○ 현산 송촌 농로 정비공사 17,000

○ 현산 봉림 농로 정비공사 30,000

○ 현산 학의 농로 정비공사 10,000

15,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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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금제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읍호2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월송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고담 농로2 정비공사

60,000

○ 현산 만안 농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탑동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황산 농로 정비공사 10,000

○ 송지 사구 농로 정비공사 16,000

○ 송지 방처 농로 정비공사 9,000

○ 송지 해원 위험농로 개선사업

60,000

○ 송지 미야 위험농로 개선사업

60,000

○ 송지 부평 농로 보수공사 12,000

○ 송지 미학 농로 정비공사 85,000

○ 송지 월강 농로 정비공사 45,000

○ 송지 대죽 농로 정비공사 26,000

○ 송지 어불 농로 정비공사 32,000

○ 송지 산정2구 농로 정비공사

63,000

○ 송지 장춘 농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송암 농로 정비공사 78,000

○ 송지 송호 농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서정 농로 정비공사 17,000

○ 송지 외장 농로 정비공사 16,000

○ 송지 강남 농로 정비공사 22,000

○ 송지 마봉 농로 정비공사 36,000

○ 송지 영평1 농로 보수공사

22,000

○ 송지 어란 농로 옹벽 설치공사

30,000

○ 송지 신정 농로 정비공사 38,000

○ 송지 중리 농로 정비공사 44,000

○ 송지 강남1 농로 정비공사

15,000

○ 송지 서정1 농로 정비공사

28,000

○ 송지 영평2 농로 보수공사

30,000

○ 북평 동촌 농로 정비공사 27,000

○ 북평 와룡 농로 정비공사 60,000

○ 북평 남성 농로 정비공사 16,500

○ 북평 서홍 농로 정비공사 88,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9,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6,500,000원*1식

8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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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평 금산 농로 정비공사 11,000

○ 북평 차경 농로 정비공사 16,500

○ 북평 동해 농로 정비공사 16,500

○ 북평 영전 농로 정비공사 22,000

○ 북일 삼성 농로 정비공사 18,000

○ 북일 용운 농로 정비공사 10,000

○ 북일 운전 답진입로 정비공사

35,000

○ 북일 용일 교량 정비공사 80,000

○ 북일 용원 농로 정비공사 10,000

○ 북일 원동1 농로 정비공사

80,000

○ 북일 만수 농로 정비공사 20,000

○ 북일 방산 농로 정비공사 15,000

○ 북일 월성 위험농로 개선사업

20,000

○ 북일 갈두 농로 정비공사 12,000

○ 북일 금당 위험농로 개선사업

5,000

○ 북일 신월 농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탑동 농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향촌 농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신죽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용산 농로 정비공사 7,000

○ 옥천 이목 농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용동 농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거오 농로 정비공사 8,000

○ 옥천 호산 농로 정비공사 19,000

○ 옥천 청신 농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용정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도림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남촌 농로 정비공사 18,000

○ 계곡 선진 위험농로 개선사업

8,000

○ 계곡 덕정 농로 정비공사 18,000

○ 계곡 신평 농로 정비공사 48,000

○ 계곡 신성 농로 정비공사 8,000

○ 계곡 무이 답진입로 정비공사

3,000

○ 계곡 대운 답진입로 정비공사

5,000

○ 계곡 마고 위험농로 개선사업

5,000

○ 계곡 용지 농로 정비공사 8,000

11,000,000원*1식

16,500,000원*1식

16,5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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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잠두 농로 보수공사 50,000

○ 계곡 태인 농로 정비공사 4,000

○ 계곡 성진 농로 정비공사 22,000

○ 계곡 당산 농로 정비공사 10,000

○ 계곡 신주 농로 정비공사 7,000

○ 계곡 여수 농로 보수공사 13,000

○ 계곡 만년 답진입로 정비공사

3,000

○ 계곡 만년 농로 정비공사 3,000

○ 계곡 신평2 농로 정비공사 5,000

○ 계곡 장산 농로 정비공사 12,000

○ 계곡 당산2 농로 정비공사

30,000

○ 계곡 선진 농로 정비공사 10,000

○ 계곡 잠두 농로 정비공사 39,000

○ 계곡 월암 농로 정비공사 48,000

○ 계곡 법곡 농로 정비공사 40,000

○ 마산 안정 농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남계 농로 정비공사 15,000

○ 마산 맹진 농로 정비공사 60,000

○ 마산 월곡 농로 정비공사 22,000

○ 마산 노하 농로 보수공사 62,000

○ 마산 원항 농로 정비공사 12,000

○ 마산 연구 농로 정비공사 5,000

○ 마산 학의 농로 정비공사 5,000

○ 마산 오호 농로 보수공사 50,000

○ 마산 장성 농로 정비공사 27,000

○ 마산 화내 농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북창 농로 정비공사 11,000

○ 마산 지동 농로 보수공사 80,000

○ 마산 신덕 농로 정비공사 12,000

○ 마산 송석 농로 정비공사 31,000

○ 마산 신기 농로 보수공사 16,000

○ 마산 외호 농로 보수공사 44,000

○ 황산 일신1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황산 신성1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황산 한아1 농로 정비공사

22,000

○ 황산 옥동 농로 정비공사 9,000

○ 황산 초월1 농로 정비공사 9,000

○ 황산 송호 위험농로 개선사업

24,000

50,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9,000,000원*1식

9,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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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내산1 농로 정비공사

35,000

○ 황산 산동1 농로 정비공사

24,000

○ 황산 학동1 농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연호 농로 정비공사 13,000

○ 황산 일신2 농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신정 농로 정비공사 60,000

○ 황산 신성2 농로 정비공사

16,000

○ 황산 한아2 농로 정비공사 8,000

○ 황산 초월2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송청 농로 정비공사 52,000

○ 황산 관두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황산 송호1 농로 정비공사

29,000

○ 황산 내산2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황산 산동2 농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학동2 농로 정비공사

37,500

○ 황산 교동 농로 정비공사 28,000

○ 황산 연자 농로 정비공사 18,000

○ 황산 한아3 농로 정비공사

42,000

○ 황산 호동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송청2 농로 정비공사 8,000

○ 산이 노송 농로 정비공사 34,000

○ 산이 중촌 농로 정비공사 36,000

○ 산이 외송 농로 정비공사 10,000

○ 산이 대진 농로 정비공사 22,000

○ 산이 황조 위험농로 개선사업

10,000

○ 산이 신흥 농로 정비공사 10,000

○ 산이 산두 농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고대 위험농로 개선사업

21,000

○ 문내 동리 농로 정비공사 33,000

○ 문내 양정 농로 정비공사 31,000

○ 문내 선두 위험농로 개선사업

25,000

○ 문내 증도 농로 정비공사 7,000

3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7,500,000원*1식

2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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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궁항 농로 정비공사 8,000

○ 문내 동영 농로 정비공사 4,000

○ 문내 충무 위험농로 개선사업

20,000

○ 문내 고당 농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서외 농로 정비공사 6,000

○ 문내 무고 위험농로 개선사업

30,000

○ 문내 삼덕 위험농로 개선사업

25,000

○ 문내 서상 위험농로 개선사업

8,000

○ 문내 고전 농로 정비공사 6,000

○ 문내 신평 농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목삼 농로 정비공사 15,000

○ 문내 사교 농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공영 농로 정비공사 35,000

○ 문내 임하 농로 정비공사 7,000

○ 문내 증도 위험농로 개선사업

10,000

○ 문내 학동 농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예락 농로 정비공사 33,000

○ 문내 용암 농로 정비공사 6,000

○ 문내 석교 농로 정비공사 18,000

○ 문내 외암 위험농로 개선사업

25,000

○ 문내 선두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절골 농로 정비공사 24,000

○ 화원 수동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온덕 위험농로 개선사업

25,000

○ 화원 월래 위험농로 개선사업

20,000

○ 화원 가마 위험농로 개선사업

24,000

○ 화원 월산1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인지 위험농로 개선사업

12,000

○ 화원 섬동 농로 정비공사 63,000

○ 화원 장수 위험농로 개선사업

22,000

○ 화원 사동 농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마천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월산2 농로 정비공사

20,000

8,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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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가마 농로 정비공사 27,000

○ 화원 가랍 농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산수 위험농로 개선사업

23,000

○ 화원 구림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상리 농로 보수공사 24,000

○ 화원 월래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산촌1 농로 정비공사

32,000

○ 화원 화봉 농로 정비공사 20,000

27,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5,000 0 15,000

○ 농로포장사업 부대비 15,00015,000,000원*1식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 4,000 0 4,000

기 4,000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 4,000 0 4,000

기 4,000

201 일반운영비 3,000 0 3,000

기 3,000

01 사무관리비 3,000 0 3,000

○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 3,0003,000,000원*1식

기 3,000

202 여비 1,000 0 1,000

기 1,000

01 국내여비 1,000 0 1,000

○ 간척지 임시사용 여비 1,0001,000,000원*1식

기 1,000

농업용수 개발 35,209,280 20,072,252 15,137,028

균 3,981,000

도 8,300

군 31,219,98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148,280 93,252 55,028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 5,000 0 5,000

201 일반운영비 5,000 0 5,000

01 사무관리비 5,000 0 5,000

○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5,000100,000원*50건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126,000 51,800 74,200

402 민간자본이전 126,000 51,800 74,2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6,000 51,800 74,200

○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개발

126,0003,000,000원*42공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17,280 20,452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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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7,280 20,452 △3,172

02 공공운영비 17,280 10,200 7,080

○ 양·배수장 전기요금 3,600

○ 양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13,680

150,000원*2개소*12월

190,000원*6개소*12월

농업용수시설 사업 32,093,000 18,439,000 13,654,000

균 2,489,000

도 8,300

군 29,595,70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3,229,400 11,814,000 11,415,400

201 일반운영비 226,000 84,000 142,000

01 사무관리비 226,000 84,000 142,000

○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196,000

○ 황산 기성지구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20,000

○ 송지 강남지구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10,000

14,000,000원*14읍면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3,400 11,730,000 11,273,400

01 시설비 22,983,400 11,730,000 11,253,400

○ 기업도시 구성지구 육묘장 배수로 정비사업

150,000

○ 마산 외호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 해남 호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해남 고수1 용배수로 정비공사

64,000

○ 해남 학동1 용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해남 연동1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해남 오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해남 온인1 용배수로 정비공사

64,000

○ 해남 부호1 용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해남 월교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해남 남천1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해남 복평1 용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해남 용정1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1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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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백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해남 남송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해남 기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해남 고수2 용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해남 학동2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해남 연동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해남 온인2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해남 신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해남 남천2 용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해남 용정2 용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해남 안동1 용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해남 신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학동3 용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해남 장활1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

○ 해남 월교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

○ 해남 남천3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해남 남송1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안동2 용배수로 정비공사

58,000

○ 해남 기동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해남 연동2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해남 장활2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해남 부호2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해남 안동3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해남 안동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9,000,000원*1식

7,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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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원진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삼산 산림1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신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삼산 옹암1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원진1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용전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시등1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항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삼산 매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상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삼산 창리1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삼산 봉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수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삼산 대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송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신리1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옹암2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삼산 시등2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삼산 용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산림2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신금 암거박스 정비공사

60,000

○ 삼산 시등3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삼산 창리2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5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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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산 농암1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평활1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원진2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삼산 농암2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삼산 신흥1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삼산 신리2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삼산 농암3 용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삼산 평활2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신흥2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화산 선창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화산 명금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좌일1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산 평발1 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화산 송계 배수로 정비공사

29,000

○ 화산 탄동1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화산 시목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중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산 부길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화산 명성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화산 용덕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송산 용수로 정비공사

45,000

○ 화산 가좌1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화산 흑석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사포1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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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송평1 용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산 율동 배수로 정비공사

51,000

○ 화산 경도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은산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명금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산 대지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산 평발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산 무학 배수로 정비공사

68,000

○ 화산 탄동2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재동1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산 사포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화산 용덕2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화산 송산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산 중정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가좌2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화산 흑석2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화산 좌일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금제1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현산 장등1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원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현산 매화1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현산 구산1 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현산 경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월송1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70,000,000원*1식

51,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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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초호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증산1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봉동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현산 금제2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방두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현산 상구시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현산 분토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일평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현산 장등2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탑동1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현산 매화2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읍호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현산 월송2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고담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향교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현산 증산2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현산 조산1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현산 만안 배수로 정비공사

96,000

○ 현산 황산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구산2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현산 봉림1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학의 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현산 두모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현산 조산2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 31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봉림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송촌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현산 분토2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동현 용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송지 가차 용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송지 화내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영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송지 산정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87,000

○ 송지 우근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송지 신정1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강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31,000

○ 송지 신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석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송지 학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삼마 용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송지 서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송지 대죽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송지 산정2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송지 방처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미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송지 외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송지 신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송지 부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7,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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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어란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송지 치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통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송지 미학1 용배수로 정비공사

47,000

○ 송지 미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방처1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송지 가차1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송지 어란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미학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삼마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마봉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송지 신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송지 미야 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송지 석수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금강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산정1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송지 우근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송지 영평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송지 송종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강남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송지 부평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송지 내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송지 학가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3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47,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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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북평 신평1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북평 차경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신용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북평 남창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동해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오산1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북평 남전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북평 묵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영전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북평 동해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평 영전2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북평 이진1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북평 남성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북평 동촌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북평 서호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평 신홍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남전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평암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북평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안평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북평 오산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북일 흥촌1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수동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4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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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장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용원1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북일 원동1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북일 내동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만수1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일 방산1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만월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북일 월성1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갈두1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삼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북일 신월1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일 월성2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금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흥촌2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만수2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갈두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북일 운전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북일 용운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신월2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북일 방산2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영신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만년 용수로 정비공사

5,000

○ 옥천 영춘1 배수로 정비공사

7,000

○ 옥천 조운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7,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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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 백운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월평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학동1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신죽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도림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영신 배수로 정비공사

9,000

○ 옥천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7,000

○ 옥천 청용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성산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남촌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만년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

○ 옥천 용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한천 배수로 정비공사

9,000

○ 옥천 영안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다산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옥천 거오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만년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청용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흑천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옥천 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영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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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용산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신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탑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문촌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마고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옥천 가성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팔산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영신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호산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대산1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만년1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옥천 팔산1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계곡 성진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신성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계곡 무이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계곡 법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계곡 장산 용수로 정비공사

36,000

○ 계곡 당산 용수로 정비공사

36,000

○ 계곡 태인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

○ 계곡 장소 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계곡 대운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계곡 성진2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계곡 월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9,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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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사정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계곡 용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잠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계곡 만년1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성진 용수로 정비공사

48,000

○ 계곡 법곡2 용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계곡 강절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당산2 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계곡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계곡 장소2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반계(조산) 배수로 옹벽 정비공사

22,000

○ 계곡 여수2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계곡 사정3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용지2 용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계곡 가학 용수로 정비공사

83,000

○ 계곡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계곡 만년2 용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계곡 마고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성진2 용수로 정비공사

44,000

○ 계곡 무이2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계곡 태인2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계곡 대운2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용지3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2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83,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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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당산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계곡 사정2 배수로 정비공사

43,000

○ 계곡 신성 배수로(옹벽) 정비공사

13,000

○ 계곡 대운 용배수로 확장공사

80,000

○ 계곡 법곡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마산 화내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마산 후동 배수로 정비공사

64,000

○ 마산 장촌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마산 북창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외호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마산 덕인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마산 추당 배수로 정비공사

7,000

○ 마산 신당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마산 당두 배수로 정비공사

62,000

○ 마산 금자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신덕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마산 고암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마산 호교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마산 장촌1 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마산 맹진 배수로 정비공사

92,000

○ 마산 송석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마산 월곡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마산 학의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17,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7,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9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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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오호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신기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마산 장성 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마산 호교1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마산 화내1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마산 안정 배수로 정비공사

92,000

○ 마산 북창1 배수로 정비공사

6,000

○ 마산 용전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대상 배수로 정비공사

97,000

○ 마산 상등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마산 호교 취수보 정비공사

5,000

○ 마산 화내2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마산 금자 배수로 정비공사

46,000

○ 마산 신기2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신곡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황산 연호1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황산 교동1 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황산 연자1 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황산 신정1 배수로 정비공사

46,000

○ 황산 삼호1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황산 신흥1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연당1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황산 관춘1 배수로 정비공사

97,000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92,000,000원*1식

6,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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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평덕1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황산 병온1 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황산 기성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징의1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황산 덕암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옥연1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황산 춘정1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황산 이목 용배수로 정비공사

91,000

○ 황산 청룡 수문 정비공사 30,000

○ 황산 관두1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황산 산소 배수로 정비공사

7,000

○ 황산 소정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시등1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황산 교동2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황산 연자2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황산 호동 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황산 만년1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삼호2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황산 신흥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황산 연당2 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황산 관춘2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황산 부곡1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황산 평덕2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남리1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옥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28,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9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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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병온2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황산 징의2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황산 덕암2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황산 옥연2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황산 춘정2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황산 외입 배수로 정비공사

23,000

○ 황산 한자1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황산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황산 소정2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시등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연호2 배수로 정비공사

9,000

○ 황산 만년2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신정2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황산 신성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황산 관춘3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황산 부곡2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황산 연당3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황산 병온3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초월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징의3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소정3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황산 이목2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산이 노송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건촌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6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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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업자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67,000

○ 산이 시등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산이 금동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반송1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산이 대명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덕호1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산이 부흥1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산이 백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산이 백동 배수로 정비공사

43,000

○ 산이 해월1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산이 예동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중촌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산이 동월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산이 송천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산이 두목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비석1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산이 비석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산이 초두 배수로 정비공사

7,000

○ 산이 초두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산이 진산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산이 대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산이 원항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산이 지사1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99,000,000원*1식

6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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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신농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신농 배수로 정비공사

8,000

○ 산이 덕송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덕송 배수로 옹벽 정비공사

45,000

○ 산이 황조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중촌2 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산이 상공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산이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

○ 산이 부동1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산이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산이 금호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산두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산이 시등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산이 반송2 배수로 정비공사

76,000

○ 산이 대명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덕호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산이 부흥2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산이 학림2 배수로 정비공사

87,000

○ 산이 해월2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예동2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두목2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산이 비석2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산이 지사2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산이 해월3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4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6,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87,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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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시등3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고전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문내 신창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문내 삼덕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문내 무고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문내 용암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원문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문내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문내 남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목삼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58,000

○ 문내 송정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고평 배수로 정비공사

31,000

○ 문내 난대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문내 서상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문내 원동 배수로 정비공사

46,000

○ 문내 사교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문내 임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갈우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석교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문내 삼정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고당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문내 동외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2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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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증도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문내 충평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일정 배수로 정비공사

63,000

○ 문내 서외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문내 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문내 심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궁항 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문내 남외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공영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문내 선두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문내 고대 배수로벽체 상승공사

10,000

○ 문내 동영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문내 양정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고대 배수로 정비공사

96,000

○ 문내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충무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예락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문내 서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이목2 배수로2 정비공사

19,000

○ 문내 용암2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문내 외암 배수로 정비공사

22,400

○ 화원 구지1 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화원 평리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마천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3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2,400,000원*1식

3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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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장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화봉1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저상2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신용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산촌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척북1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화원 가랍1 배수로 정비공사

64,000

○ 화원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화원 별암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억수2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양화2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화원 매계2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 화원 산수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화원 온덕1 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화원 척북2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화원 가랍2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신용1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화원 중리1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학상3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화원 온수3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저상1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별암2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당포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월하1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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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월산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학상1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화봉2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부동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질마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화원 석호 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화원 절골1 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화원 학상2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중리2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청용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장평2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화원 구지2 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화원 이목1 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화원 장수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온수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평리2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매계1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화원 신용3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양화1 배수로 정비공사

39,000

○ 화원 온덕2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원 척북3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사동 배수로 정비공사

29,000

○ 화원 구림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화원 억수1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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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이목3 배수로 정비공사

23,000

○ 화원 부동1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화원 평리3 배수로 정비공사

31,000

○ 화원 월래2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화원 절골2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화원 월산2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온수4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화원면 사동리 배수로 정비

30,000

23,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0 0 20,000

○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대비

20,00020,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흙수로구조물화) 445,000 420,000 25,000

균 356,000

군 8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45,000 420,000 25,000

균 356,000

군 89,000

01 시설비 442,000 417,300 24,70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442,000442,000,000원*1식

균 353,600

군 88,400

03 시설부대비 3,000 2,700 30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균 2,400

군 600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2,767,000 1,544,000 1,223,000

101 인건비 4,000 0 4,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 0 4,000

○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

4,0004,000,000원*1식

201 일반운영비 71,000 0 71,000

01 사무관리비 21,000 0 21,000

○ 양수호스 구입 21,0001,5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50,000 0 50,000

○ 수리시설물 운영경비 50,000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692,000 1,544,000 1,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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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2,692,000 1,544,000 1,148,000

○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200,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평가비

48,000

○ 해남 용정 양수장 설치공사

300,000

○ 삼산 원진 양수장 관로매설공사

80,000

○ 황산 산동 양수장 설치공사

200,000

○ 마산 안정 양수장 설치공사

600,000

○ 삼산 수림 농업용수 개발사업

120,000

○ 해남 수계체계 재편사업 200,000

○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250,000

○ 해남 기동 양수장 보수공사

20,000

○ 삼산 도토 농업용수 개발사업

50,000

○ 삼산 원진 제2양수장 맨홀 보수

10,000

○ 삼산 금산 배수로 수문 설치공사

39,000

○ 북평 금산 대형관정 개발공사

70,000

○ 계곡 용지 배수로 수문 설치공사

5,000

○ 계곡 잠두 배수로 수문 설치공사

5,000

○ 마산 신기 문비 보수공사 5,000

○ 황산 송청 수문 설치공사 50,000

○ 황산 한자 수문 설치공사 10,000

○ 문내 목삼 양수시설 보수공사

10,000

○ 문내 사교 양수장 보수공사

20,000

○ 현산 월송 양수장 관로 매설공사

250,000

○ 현산 하구시 양수장 관로 매설공사

150,000

5,000,000원*40개소

6,000,000원*8공

3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2,535,000 1,046,000 1,48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35,000 1,046,000 1,489,000

01 시설비 2,535,000 1,046,000 1,4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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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저수지 노후 스핀들 보수공사

49,000

○ 저수지 잡목제거 100,000

○ 토지보상 400,000

○ 문내 예락1 저수지 보수공사

100,000

○ 문내 고당 저수지 보수공사

150,000

○ 계곡 월신 저수지 보수공사

300,000

○ 마산 용전3 저수지 보수공사

250,000

○ 마산 금자1 저수지 보수공사

100,000

○ 황산 신흥2 저수지 보수공사

150,000

○ 삼산 중리 저수지 보수공사(추가분)

150,000

○ 해남 용정 저수지 보수공사

200,000

○ 해남 부호 저수지 보수공사

400,000

○ 저수지 정밀점검 100,000

○ 황산 와등2제 여수로 정비공사

51,000

○ 황산 평덕 저수지 정비공사

15,000

○ 해남 학동 저수지 준설공사

20,000

3,500,000원*14개소

1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보조) 16,600 0 16,600

도 8,300

군 8,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600 0 16,600

도 8,300

군 8,300

01 시설비 16,600 0 16,600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16,60016,600,000원*1식

도 8,300

군 8,300

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 2,280,000 2,211,000 69,000

균 1,477,000

군 803,000

305 배상금등 170,000 0 170,000

01 배상금등 170,000 0 170,000

○ 실시설계용역 소송 배상금

170,00017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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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110,000 2,211,000 △101,000

균 1,477,000

군 633,000

01 시설비 1,950,000 2,211,000 △261,000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950,0001,950,000,000원*1식

균 1,365,000

군 585,000

02 감리비 150,000 0 150,000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

150,000150,000,000원*1식

균 105,000

군 45,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대비

10,00010,000,000원*1식

균 7,000

군 3,000

농업기반정비(시군관리수리시설) 820,000 500,000 320,000

균 656,000

군 16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20,000 500,000 320,000

균 656,000

군 164,000

01 시설비 817,000 500,000 317,000

○ 황산 증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7,000197,000,000원*1식

균 157,600

군 39,400

○ 황산 송호5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70,000270,000,000원*1식

균 216,000

군 54,000

○ 삼산 수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50,000350,000,000원*1식

균 280,000

군 70,000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 황산 증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균 2,400

군 600

농어촌 환경정비 720,000 1,430,000 △710,000

균 500,000

군 220,000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 715,000 1,430,000 △715,000

균 500,000

군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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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어촌 환경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715,000 1,430,000 △715,000

균 500,000

군 215,000

01 시설비 711,500 1,423,000 △711,5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11,500711,500,000원*1식

균 496,500

군 215,000

03 시설부대비 3,500 7,000 △3,5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

3,5003,500,000원*1식

균 3,500

문화마을 유지관리 5,000 0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0 5,000

01 시설비 5,000 0 5,000

○ 삼산 문화마을 도로정비 5,0005,000,000원*1식

공공기관 대행사업 2,248,000 110,000 2,138,000

균 992,000

군 1,256,00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680,000 0 68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0,000 0 68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80,000 0 680,000

○ 삼산 대흥 양수장 설치공사

130,000

○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550,000

― 옥천 영춘제 2용수간선 정비공사

25,000

― 옥천 흑천 양수장 용수로 정비공사

44,000

― 옥천 강정제 2배수간선 정비공사

30,000

― 옥천 강정제 1배수간선 정비공사

140,000

― 옥천 백호제 1배수간선 정비공사

126,000

― 마산 만년제 1호 용배수지선 정비공사

25,000

― 마산 만년제 2호 용배수지선 정비공사

50,000

― 송지 월강 양수장 1-3배수로 정비공사

71,000

― 해남 상미 제 1용수간선 정비공사

17,000

― 해남 비견 취입보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1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26,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1,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권역단위종합개발(삼산 두륜권역) 1,418,000 0 1,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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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공공기관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균 992,000

군 42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18,000 0 1,418,000

균 992,000

군 426,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18,000 0 1,418,0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삼산 두륜권역)

1,418,0001,418,000,000원*1식

균 992,000

군 426,000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 150,000 110,000 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0 110,000 4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 110,000 40,000

○ 황산 양수장(영산강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전

기사용료지원 40,000

○ 문내,화원 양수장 급수 전기료

70,000

○ 황산 양수장(고천암 배후지) 전기요금

40,000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도로망 확충 13,335,156 4,968,566 8,366,590

균 84,000

도 302,777

군 12,948,379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9,274,177 1,934,846 7,339,331

도 297,877

군 8,976,300

군도 확충 2,667,300 662,450 2,004,850

201 일반운영비 4,800 5,450 △650

01 사무관리비 4,800 5,450 △650

○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4,8004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662,500 657,000 2,005,500

01 시설비 2,655,000 650,000 2,005,000

○ 송지 금강~송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마산 장성~용전간 군도 선형개량 공사

50,000

○ 해남 연동 노후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150,000

○ 황산 남리~평덕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00

○ 황산 병온~연자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 250,000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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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해리~옥천 영춘간 차선도색 공사

55,000

○ 송지 산정~어란간 군도 차선도색 공사

65,000

○ 송지 산정~현산 월송간 군도 차선도색 공사

145,000

○ 문내 신평~일정간 군도 차선도색 공사

90,000

○ 미불용지보상 50,000

○ 토지보상 500,000

5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4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7,500 7,000 500

○ 군도 정비사업 부대비 7,5007,500,000원*1식

농어촌 도로 확충 6,309,000 938,000 5,37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309,000 858,000 5,451,000

01 시설비 6,295,000 850,000 5,445,000

○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00

○ 화산 관동~사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50,000

○ 화산 구성삼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00,000

○ 화산 갑길 위험도로 개선사업

600,000

○ 현산 고현~공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현산 봉동 위험도로 정비사업

380,000

○ 북평 상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옥천 도림~용심간 도로 확포장공사

700,000

○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

○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문내 선두~장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0,000

○ 화산 무학~건진머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 40,000

○ 화산 석정~명금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

기 공사 170,000

○ 화산 구성~송평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

기 공사 180,000

○ 마산 오호~학의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

기 공사 80,000

700,000,000원*1식

7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8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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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안정~남계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

기 공사 150,000

○ 황산 청룡~이목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

60,000

○ 화원 금평~절골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

60,000

○ 현산 학의 농어촌도로 노견 확포장공사

35,000

○ 옥천 영안~잿등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40,000

○ 화원 마산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80,000

○ 토지보상 500,000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4,000 8,000 6,00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14,00014,000,000원*1식

무기계약근로자보수(보조) 297,877 285,141 12,736

도 297,877

101 인건비 297,877 285,141 12,736

도 297,877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7,877 285,141 12,736

○ 도로보수원 인건비 297,877

― 기본급 142,1631,974,480원*6인*12월

도 142,163

― 기말수당 47,3881,974,480원*6인*4회

도 47,388

― 정근수당 9,140761,600원*6인*2회

도 9,140

― 정근수당 가산금 3,60050,000원*6인*12월

도 3,600

― 가족수당 5,76080,000원*6인*12월

도 5,760

― 정액급식비 7,200100,000원*6인*12월

도 7,200

― 교통보조비 7,200100,000원*6인*12월

도 7,200

― 가계보조수당 7,920110,000원*6인*12월

도 7,920

― 위험수당 3,60050,000원*6인*12월

도 3,600

― 위생수당 5,76080,000원*6인*12월

도 5,760

― 직책수당 1,200100,000원*1인*12월

도 1,200

― 시간외근무수당

32,43114,530원*31시간*6인*12월

도 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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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명절휴가비 14,2171,184,690원*6인*2회

도 14,217

― 연가보상비 7,8981,974,480원*20일*6인/30일

도 7,898

― 피복비 2,400200,000원*6인*2회

도 2,400

도로시설 관리 3,788,709 2,792,860 995,849

도 4,900

군 3,783,809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323,600 100,000 223,600

도 4,900

군 318,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3,600 100,000 223,600

도 4,900

군 318,700

01 시설비 323,600 100,000 223,600

○ 도로표지판 판교체 244,800

○ 도로표지판 정비 49,000

○ 도로표지판 설치 20,000

○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 9,800

2,880,000원*85개소

700,000원*70개소

10,000,000원*2개소

9,800,000원*1식

도 4,900

군 4,900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1,561,109 1,025,760 535,349

101 인건비 11,445 8,925 2,52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445 8,925 2,520

○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3,045

― 피복 구입 1,400

― 안전화 구입 1,120

― 야광조끼 구입 350

― 야광모자 구입 175

○ 도로보수원 활동여비

8,400

200,000원*7명

80,000원*7명*2회

50,000원*7벌

25,000원*7개

10,000원*7명*10일*12월

201 일반운영비 279,664 178,935 100,729

01 사무관리비 88,039 54,339 33,700

○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낫,삽,톱,예취기

날 등) 2,500

○ 삼각대 구입 360

○ 작업유도간판 구입 360

○ 야광지시봉 구입 119

○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38,500

○ 도로노견 퇴적토정비 장비임차료

46,200

2,500,000원*1식

180,000원*2개

180,000원*2개

17,000원*7개

550,000원*5일*14개읍면

550,000원*6일*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191,625 124,596 6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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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굴착기 보험료 450

○ 덤프트럭 보험료 890

○ 1톤트럭 보험료 500

○ 굴착기 유류대 21,150

○ 굴착기 유지비 8,000

○ 덤프트럭 유류대 21,150

○ 1톤트럭 유류대 6,345

○ 덤프트럭 유지비 8,000

○ 1톤트럭 유지비 5,000

○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600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및 통신 운

영비 60,000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50,400

○ 현장점검차량 보험료 500

○ 현장점검차량 유류대

5,640

○ 현장점검차량 유지비 2,000

450,000원*1대

890,000원*1대

500,000원*1대

1,410원*15,000리터

8,000,000원*1대

1,410원*15,000리터

1,410원*4,500리터

8,000,000원*1식

5,000,000원*1대

400,000원*4대

5,000,000원*12월

42대*100,000원*12월

500,000원*1대

1,410원*4,000리터*1대

2,000,000원*1식

206 재료비 120,000 120,000 0

01 재료비 120,000 120,000 0

○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모래,염화칼슘,아스콘,

쇄석,레미콘 등) 120,00012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0,000 705,400 444,600

01 시설비 1,150,000 705,400 444,600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000

○ 도로 안전시설정비 300,000

○ 교량 정밀점검 용역 50,000

○ 교량 보수공사 500,000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1,704,000 1,459,000 2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4,000 1,459,000 245,000

01 시설비 1,704,000 1,459,000 245,000

○ 해남 장활 도로측구 정비공사

13,000

○ 해남 백야 도로측구 정비공사

35,000

○ 삼산 산림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0

○ 삼산 나범 도로측구 정비공사

15,000

○ 삼산 평활 도로측구 정비공사

31,000

○ 삼산 화내 가드레일 설치공사

3,000

13,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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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창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16,000

○ 화산 대지 도로측구 정비공사

75,000

○ 화산 봉저 도로측구 정비공사

45,000

○ 화산 마명 도로측구 정비공사

60,000

○ 화산 송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87,000

○ 현산 두모 군도 확포장공사

70,000

○ 송지 미야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8,000

○ 송지 마봉 도로측구 정비공사

44,000

○ 송지 해원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송지 장춘 도로측구 정비공사

26,000

○ 송지 서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44,000

○ 송지 삼마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송지 학가 도로측구 정비공사

16,000

○ 송지 외장 도로측구 정비공사

95,000

○ 송지 신평 가드레일 설치공사

8,000

○ 송지 미야 도로측구 정비공사

22,000

○ 송지 엄남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송지 삼마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5,000

○ 송지 내장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88,000

○ 송지 땅끝 농로 포장공사 10,000

○ 북평 신평 도로측구 정비공사

12,000

○ 옥천 신죽 도로측구 정비공사

35,000

○ 옥천 영춘2 도로측구 보수공사

5,000

○ 옥천 월평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0

○ 옥천 화촌 도로측구 정비공사

25,000

16,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7,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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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흑천 도로측구 정비공사

50,000

○ 옥천 용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계곡 신평 도로측구 정비공사

24,000

○ 계곡 신성 도로측구 정비공사

24,000

○ 황산 청룡 도로측구 정비공사

18,000

○ 황산 원호 도로측구 정비공사

17,000

○ 황산 와등~청룡간 아스콘포장공사

95,000

○ 황산 성만 도로측구 정비공사

50,000

○ 산이 대명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산이 반송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0

○ 문내 학동 횡배수관 정비공사

10,000

○ 문내 신창 횡배수관 정비공사

15,000

○ 문내 고대 도로측구 정비공사

23,000

○ 화원 사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화원 인지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화원 장수 도로측구 정비공사

60,000

○ 화원 마천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화원 후포 도로측구 정비공사

65,000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군도 유지관리 200,000 208,100 △8,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8,100 △8,100

01 시설비 200,000 208,100 △8,100

○ 군도 소파보수 200,000200,000,000원*1식

도로유지 관리 25,074 32,060 △6,986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25,074 32,060 △6,986

101 인건비 15,404 12,432 2,97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00 4,480 1,120

○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

원 업무추진 급량비 5,6008,000원*7인*25일*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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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04 7,952 1,852

○ 교통량조사 인부임

8,844

○ 교통량조사 인부 급량(간식)비

960

8,375원*8시간*22지점*6인

5,000원*192명

201 일반운영비 9,670 19,628 △9,958

01 사무관리비 3,120 0 3,120

○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

1,560

○ 제설자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1,560

130,000원*12월

13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6,550 19,628 △13,078

○ 관동차고지 난방용 유류대 1,190

○ 관동차고지 화재보험료 860

○ 관동차고지 청사유지관리 2,000

○ 제설자재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1,000

○ 제설자재 보관창고 화재보험료

1,500

850원*1,400리터

860,000원*1회

2,000,000원*1식

1,000,000원*1식

1,500,000원*1회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168,000 170,000 △2,000

균 84,000

군 84,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68,000 70,000 98,000

균 84,000

군 8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8,000 70,000 98,000

균 84,000

군 84,000

01 시설비 168,000 70,000 98,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8,000168,000,000원*1식

균 84,000

군 84,000

토목설계단 운영 79,196 38,800 40,396

토목설계단 운영 79,196 38,800 40,396

101 인건비 7,500 7,500 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500 7,500 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작업복)

1,00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안전화)

500

○ 토목설계 합동추진여비

6,000

200,000원*5인

100,000원*5인

20,000원*5인*5일*12월

201 일반운영비 41,996 27,380 14,616

- 61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토목설계단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41,396 26,780 14,616

○ 표준품셈 구입 220

○ 물가정보, 거래가격 구입

480

○ 설계도서 복사비 5,00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

8,176

○ 설계프로그램(CAD) 구입 7,92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

19,600

55,000원*4권

20,000원*2권*12회

5,000,000원*1식

8,000원*14인*73일*1회

440,000원*18개

1,4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600 600 0

○ GPS 측량기기 운영비 60050,000원*12월

202 여비 29,700 3,920 25,780

01 국내여비 29,700 3,920 25,78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

11,200

○ 토목직공무원 선진지 업무연찬

18,500

20,000원*14개읍면*40일

370,000원*50명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118,576 102,352 16,224

기본경비(안전건설과) 118,576 102,352 16,224

기본경비(안전건설과) 29,200 29,200 0

201 일반운영비 25,000 25,000 0

01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 부서운영비(총액) 25,00025,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정원25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안전총괄팀) 23,904 16,704 7,200

201 일반운영비 8,064 6,912 1,152

01 사무관리비 8,064 6,912 1,152

○ 안전총괄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5,840 9,792 6,048

01 국내여비 15,840 9,792 6,048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재난관리팀) 19,152 16,704 2,448

201 일반운영비 6,912 6,912 0

01 사무관리비 6,912 6,912 0

○ 재난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6,9126,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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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안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2,240 9,792 2,448

01 국내여비 12,240 9,792 2,448

○ 기본 국내여비 12,24012,240,000원

기본경비(농업기반조성팀) 9,408 8,448 960

201 일반운영비 4,608 4,608 0

01 사무관리비 4,608 4,608 0

○ 농업기반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4,608,000원

202 여비 4,800 3,840 960

01 국내여비 4,800 3,840 960

○ 기본 국내여비 4,8004,800,000원

기본경비(농촌개발팀) 12,480 9,216 3,264

201 일반운영비 5,760 4,608 1,152

01 사무관리비 5,760 4,608 1,152

○ 농촌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 5,7605,760,000원

202 여비 6,720 4,608 2,112

01 국내여비 6,720 4,608 2,112

○ 기본 국내여비 6,7206,720,000원

기본경비(토목팀) 24,432 22,080 2,352

201 일반운영비 12,672 12,672 0

01 사무관리비 12,672 12,672 0

○ 토목팀 업무추진 급량비 12,67212,672,000원

202 여비 11,760 9,408 2,352

01 국내여비 11,760 9,408 2,352

○ 기본 국내여비 10,32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0

10,320,000원

1,440,000원

재무활동(안전건설과) 248,797 229,525 19,272

내부거래지출(안전건설과) 248,797 229,525 19,272

내부거래지출(안전건설과) 248,797 229,525 19,272

702 기금전출금 248,797 229,525 19,272

01 기금전출금 248,797 229,525 19,272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8,797248,797,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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