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국유재산 관리운영

단위: 국유재산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주택과

건설주택과 87,405,589 76,386,722 11,018,867

국 6,364,189

균 1,704,000

도 3,625,030

군 75,712,370

국유재산 관리운영 9,500 9,500 0

국유재산 관리 9,500 9,500 0

국유 재산관리 운영 9,500 9,500 0

201 일반운영비 9,500 9,500 0

01 사무관리비 9,500 9,500 0

○ 국유재산관리 9,500

―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2,500

―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7,000

50,000원*50건

500,000원*14건

도로망 확충 12,723,737 13,335,156 △611,419

도 321,854

군 12,401,883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7,883,154 9,274,177 △1,391,023

도 301,854

군 7,581,300

군도 확충 2,970,300 2,667,300 303,000

201 일반운영비 4,800 4,800 0

01 사무관리비 4,800 4,800 0

○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4,8004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965,500 2,662,500 303,000

01 시설비 2,958,000 2,655,000 303,000

○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600,000

○ 해남 내사 군도 포장공사

430,000

○ 마산 장성~용전간 군도 선형개량공사

500,000

○ 토지보상 200,000

○ 관정 폐공비 2,000

○ 황산 소정 선형개량공사 70,000

○ 해남 안동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5,000

○ 마산 외호~맹진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62,000

○ 황산 원호~우항간 차선도색공사

41,000

○ 송지 신정 도로 정비공사

210,000

600,000,000원*1식

43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62,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2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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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동외~사교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50,000

○ 문내 선두~삼정간 차선도색공사

28,000

○ 계곡 성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000

○ 문내 군도 33호선 위험도로 정비공사

200,000

45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7,500 7,500 0

○ 군도 정비사업 부대비 7,5007,500,000원*1식

농어촌 도로 확충 4,611,000 6,309,000 △1,69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11,000 6,309,000 △1,698,000

01 시설비 4,597,000 6,295,000 △1,698,000

○ 삼산 계동~나범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

기 공사 160,000

○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화산 관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마산 연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20,000

○ 계곡 법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00

○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옥천 도림~용심간 도로확포장공사

300,000

○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화산 무학~건진머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 300,000

○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마산 장촌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62,000

○ 산이 금송~덕호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

기공사 252,000

○ 황산 송호~한자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36,000

○ 황산 부곡~외압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

기공사 300,000

○ 북일 신방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61,000

○ 문내 고당~척북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

기공사 72,000

○ 문내 고평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11,000

16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62,000,000원*1식

252,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61,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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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외암~충평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33,000

○ 송지 대죽~마봉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

기공사 250,000

○ 송지 화내~독고개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

우기공사 120,000

○ 토지보상 200,000

33,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4,000 14,000 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14,00014,000,000원*1식

무기계약근로자보수(보조) 301,854 297,877 3,977

도 301,854

101 인건비 301,854 297,877 3,977

도 301,854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1,854 297,877 3,977

○ 도로보수원 인건비 301,854

― 기본급 144,3712,005,150원*6명*12월

도 144,371

― 기말수당 48,1242,005,150원*6명*4회

도 48,124

― 정근수당 9,140761,600원*6명*2회

도 9,140

― 정근수당 가산금 3,24045,000원*6명*12월

도 3,240

― 가족수당 5,76080,000원*6명*12월

도 5,760

― 정액급식비 7,200100,000원*6명*12월

도 7,200

― 교통보조비 7,200100,000원*6명*12월

도 7,200

― 가계보조수당 7,920110,000원*6명*12월

도 7,920

― 위험수당 3,60050,000원*6명*12월

도 3,600

― 위생수당 5,76080,000원*6명*12월

도 5,760

― 직책수당 1,200100,000원*1명*12월

도 1,200

― 시간외근무수당

33,48015,000원*31시간*6명*12월

도 33,480

― 명절휴가비 14,4381,203,090원*6명*2회

도 14,438

― 연가보상비 8,0212,005,150원*20일*6명/30일

도 8,021

― 피복비 2,400200,000원*6명*2회

도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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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로시설 관리 4,670,879 3,788,709 882,170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316,800 323,600 △6,800

203 업무추진비 3,000 0 3,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0 3,000

○ 건설 시책업무 추진 3,0003,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13,800 323,600 △9,800

01 시설비 313,800 323,600 △9,800

○ 도로표지판 판교체 244,800

○ 도로표지판 정비 49,000

○ 도로표지판 설치 20,000

2,880,000원*85개소

700,000원*70개소

10,000,000원*2개소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1,258,679 1,561,109 △302,430

101 인건비 11,725 11,445 28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725 11,445 280

○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3,325

― 피복 구입 1,400

― 안전화 구입 1,400

― 야광조끼 구입 350

― 야광모자 구입 175

○ 도로보수원 활동여비

8,400

200,000원*7명

100,000원*7명*2회

50,000원*7벌

25,000원*7개

10,000원*7명*10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66,954 279,664 △112,710

01 사무관리비 88,039 88,03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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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15 191,625 △112,710

○ 굴착기 보험료 450

○ 덤프트럭 보험료 890

○ 1톤트럭 보험료 500

○ 굴착기 유류대 20,250

○ 굴착기 유지비 8,000

○ 덤프트럭 유류대 20,250

○ 1톤트럭 유류대 6,075

○ 덤프트럭 유지비 8,000

○ 1톤트럭 유지비 5,000

450,000원*1대

890,000원*1대

500,000원*1대

1,350원*15,000리터

8,000,000원*1대

1,350원*15,000리터

1,350원*4,500리터

8,000,000원*1식

5,000,000원*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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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600

○ 현장점검차량 보험료 500

○ 현장점검차량 유류대

5,400

○ 현장점검차량 유지비 2,000

400,000원*4대

500,000원*1대

1,35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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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0 1,150,000 △500,000

01 시설비 650,000 1,150,000 △500,000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000

○ 도로 안전시설정비 300,000

○ 교량 정밀점검 용역 50,000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310,000 0 31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00 0 310,000

○ 도로정비용 덤프트럭(8톤) 구입

130,000

○ 도로정비용 굴삭기(6W) 구입

180,000

130,000,000원*1대

180,000,000원*1대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2,395,400 1,704,000 691,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95,400 1,704,000 691,400

01 시설비 2,395,400 1,704,000 691,400

○ 해남 장활 도로측구 정비공사

70,000

○ 삼산 충리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61,000

○ 삼산 신금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44,000

○ 화산 마명 도로측구 정비공사

65,000

○ 화산 해창 도로측구 정비 공사

18,000

○ 화산 선창 도로측구 정비 공사

32,000

○ 화산 율동 도로측구 정비 공사

98,000

○ 화산 봉저 도로측구 정비 공사

50,000

○ 현산 일평 도로측구 설치공사

25,000

○ 현산 두모 군도 확포장 공사

48,400

○ 현산 장등 도로측구 정비공사

25,000

70,000,000원*1식

61,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8,4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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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시등 도로측구 보수공사

25,000

○ 송지 삼마 도로측구 정비공사

80,000

○ 송지 장춘 도로측구 정비공사

90,000

○ 송지 우근 도로측구 정비공사

95,000

○ 송지 영평 도로측구 정비공사

25,000

○ 송지 화내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송지 영평 농어촌도로 209호선 보수공사

50,000

○ 송지 신기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송지 내장 도로측구 정비공사

60,000

○ 송지 송종 도로측구 정비공사

90,000

○ 송지 금강 도로측구 정비공사

45,000

○ 송지 서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50,000

○ 송지 동현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송지 대죽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 송지 외장 도로측구 정비공사

95,000

○ 송지 가차 도로측구 정비공사

65,000

○ 송지 마봉 도로측구 정비공사

15,000

○ 옥천 조운 도로측구 정비공사

19,000

○ 옥천 청신 도로측구 정비공사

53,000

○ 옥천 신죽 도로측구 정비공사

53,000

○ 옥천 용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22,000

○ 옥천 죽촌 도로측구 정비공사

90,000

○ 계곡 장소 도로측구 정비공사

70,000

○ 계곡 신성 도로측구 정비공사

35,000

2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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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육일시 도로측구 보수공사

65,000

○ 마산 외호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00

○ 마산 고암 도로측구 보수공사

20,000

○ 황산 덕암 도로측구 정비공사

15,000

○ 황산 신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78,000

○ 황산 학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35,000

○ 산이 금호 도로측구 정비공사

94,000

○ 문내 원동 도로측구 정비사업

15,000

○ 문내 고당 도로측구 정비사업

10,000

○ 문내 심동 도로측구 정비사업

20,000

○ 화원 월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80,000

○ 화원 송촌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6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94,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군도 유지관리 700,000 200,00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200,000 500,000

01 시설비 700,000 200,000 500,000

○ 군도 소파보수 200,000

○ 도로망 정비 및 전산화사업

500,000

2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도로유지 관리 26,608 25,074 1,534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26,608 25,074 1,534

101 인건비 16,028 15,404 624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00 5,600 0

○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

원 업무추진 급량비 5,6008,000원*7인*25일*4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28 9,804 624

○ 교통량조사 인부임

10,42879,000원*22지점*2명*3교대

201 일반운영비 10,580 9,670 910

01 사무관리비 3,960 3,120 840

○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

1,560

○ 제설자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2,400

130,000원*12월

2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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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6,620 6,550 70

○ 관동차고지 난방용 유류대 1,260

○ 관동차고지 화재보험료 860

○ 관동차고지 청사유지관리 2,000

○ 제설자재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1,000

○ 제설자재 보관창고 화재보험료

1,500

900원*1,400리터

860,000원*1회

2,000,000원*1식

1,000,000원*1식

1,500,000원*1회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40,000 0 40,000

도 20,000

군 20,000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0,000 0 40,000

도 20,000

군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도 20,000

군 2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사업 40,00040,000,000원*1개소

도 20,000

군 20,000

토목설계단 운영 103,096 79,196 23,900

토목설계단 운영 103,096 79,196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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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96 41,996 2,900

01 사무관리비 44,296 41,396 2,900

○ 표준품셈 구입 220

○ 물가정보, 거래가격 구입

480

○ 설계도서 복사비 7,00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

8,176

○ 설계프로그램(CAD) 구입 8,82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

19,600

55,000원*4권

20,000원*2권*12회

7,000,000원*1식

8,000원*14인*73일*1회

490,000원*18개

1,4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600 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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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토목설계단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GPS 측량기기 운영비 60050,000원*12월

202 여비 29,700 29,700 0

01 국내여비 29,700 29,700 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

11,200

○ 토목직공무원 선진지 업무연찬

18,500

20,000원*14개읍면*40일

370,000원*50명

405 자산취득비 21,000 0 2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 0 21,000

○ 읍·면 합동설계용 노트북 구입

21,0001,500,000원*14대

농업 경쟁력 강화 17,101,060 11,845,265 5,255,795

국 3,000,000

도 2,513,000

군 11,588,060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394,000 418,000 △24,000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 394,000 418,000 △24,000

201 일반운영비 5,000 0 5,000

01 사무관리비 5,000 0 5,000

○ 환지계획서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5,0005,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5,000 0

01 시설비 5,000 5,000 0

○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 5,0005,000,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4,000 413,000 △29,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84,000 413,000 △29,000

○ 관춘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2020년마무리

분) 344,000

○ 남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2020년시행분)

20,000

○ 북일 사내지구 오염원 정밀조사 용역

20,000

34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500,000 357,143 2,142,857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전환) 2,500,000 357,143 2,142,857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357,143 2,142,857

01 시설비 2,500,000 354,143 2,145,857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

2,500,0002,500,000,000원*1식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1,420,000 320,000 1,100,000

국 500,000

도 100,000

군 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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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방관리방조제사업 420,000 320,000 1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150,000 △100,000

01 사무관리비 50,000 150,000 △100,000

○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

비임차료 50,000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370,000 170,000 200,000

01 시설비 370,000 170,000 200,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50,000

○ 안전정밀 진단용역 120,000

○ 황산 한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00,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4개소

200,000,000원*1식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도 100,000

군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도 100,000

군 400,000

01 시설비 900,000 0 900,000

○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900,000900,000,000원*1식

국 450,000

도 90,000

군 360,000

02 감리비 100,000 0 100,000

○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

비 100,000100,000,000원*1식

국 50,000

도 10,000

군 40,000

밭기반 정비사업 3,251,980 2,422,730 829,250

도 2,413,000

군 838,980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운영비) 232,730 0 232,73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 밭기반대형관정 보수사업비

20,0004,000,000원*5개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2,730 0 212,73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2,730 0 212,730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00,0001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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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밭기반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사후관리

100,000

○ 밭기반대형관정 정기수질검사

2,730

○ 밭기반대형관정 폐공 10,000

100,000,000원*1식

130,000원*21공

10,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사업)(전환) 3,019,250 0 3,019,250

도 2,413,000

군 606,25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19,250 0 3,019,250

도 2,413,000

군 606,250

01 시설비 2,878,250 0 2,878,250

○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2,150,0002,150,000,000원*1식

도 1,717,600

군 432,400

○ 북일 금당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478,250478,250,000원*1식

도 382,600

군 95,650

○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25,000125,000,000원*1식

도 100,000

군 25,000

○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25,000125,000,000원*1식

도 100,000

군 25,000

02 감리비 136,000 0 136,000

○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전환)

100,000100,000,000원*1식

도 80,000

군 20,000

○ 북일 금당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전환)

36,00036,000,000원*1식

도 28,800

군 7,2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전환)

3,0003,000,000원*1식

도 2,400

군 600

○ 북일 금당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전환)

2,0002,000,000원*1식

도 1,600

군 400

배수개선사업 2,583,380 1,584,392 998,988

국 2,500,000

군 8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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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83,380 84,392 △1,012

101 인건비 50,400 49,620 7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400 49,620 780

○ 배수갑문 관리인부임 40,000

○ 방조제 저류지 내 갈대 제거

8,000

○ 방조제 제초작업 2,400

40,000,000원*1식

80,000원*50개소*2일

200,000원*2인*2개소*3일

201 일반운영비 32,980 34,772 △1,792

01 사무관리비 19,480 13,112 6,368

○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11,400

― 제1배수장 7,800

― 제2배수장 3,600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안전점검수수료

1,080

○ 북일 신월배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료(3년

주기) 2,000

○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유지비

5,000

650,000원*1개소*12월

300,000원*1개소*12월

90,000원*1개소*12월

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3,500 21,660 △8,160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540

○ 화산 안호 배수갑문 전기요금

480

○ 화원 화봉 배수장 전기요금

420

○ 화원 후산 배수장 전기요금

420

○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6,000

― 제1배수장 3,600

― 제2배수장 2,400

○ 북일 신월배수장 물관리자동화 통신사용료

840

○ 화산 관동방조제 관리 CCTV 통신사용료

4,800

45,000원*1개소*12월

40,000원*1개소*12월

35,000원*1개소*12월

35,000원*1개소*12월

300,000원*1개소*12월

200,000원*1개소*12월

70,000원*1개소*12월

400,000원*1개소*12월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500,000 1,500,000 1,000,000

국 2,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1,390,216 1,109,784

국 2,500,000

01 시설비 2,197,000 1,083,216 1,113,784

○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197,0002,197,000,000원*1식

국 2,197,000

02 감리비 300,000 300,000 0

○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00,000300,000,000원*1식

- 12 -



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300,000

03 시설부대비 3,000 7,000 △4,000

○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부대비

3,0003,000,000원*1식

국 3,000

농로포장사업 6,951,700 6,739,000 212,700

농로포장 사업 6,951,700 6,739,000 212,700

201 일반운영비 112,000 98,000 14,000

01 사무관리비 112,000 98,000 14,000

○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12,0008,000,000원*14개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6,839,700 6,641,000 198,700

01 시설비 6,824,700 6,626,000 198,700

○ 해남 송용 농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용정 위험농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남송 농로 정비공사 75,000

○ 해남 길호 농로 정비공사 75,000

○ 해남 월교 농로 정비공사

10,000

○ 해남 신리 농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백야 농로 정비공사

10,000

○ 해남 복평 농로 정비공사

130,000

○ 해남 남천 농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내사 농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남송 농로 위험구간 보수공사

8,000

○ 해남 구교 농로 정비공사

50,000

○ 삼산 신기 농로 포장공사

20,000

○ 삼산 석당 농로 포장공사

42,000

○ 삼산 원진 농로 포장공사

46,000

○ 삼산 수림 농로 포장공사

12,000

○ 삼산 충리 농로 포장공사

99,000

○ 삼산 매정 농로 확.포장공사

30,000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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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계동 농로 포장공사

48,000

○ 삼산 목신 농로 포장공사

13,000

○ 삼산 창리 농로 포장공사

24,000

○ 삼산 금산 농로(답진입로) 포장공사

5,500

○ 삼산 신흥 농로 포장공사 8,000

○ 삼산 시등 농로 포장공사

10,000

○ 삼산 매정마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7,000

○ 화산 방축 농로 확포장 공사

65,000

○ 화산 무학 농로 확장 공사

85,000

○ 화산 부길 농로 정비 공사

24,000

○ 화산 가장 농로 확포장 공사

98,000

○ 화산 사포 농로 보강 공사

72,000

○ 화산 평발 농로 정비 공사

95,000

○ 화산 연곡 농로 정비 공사

35,000

○ 화산 대지 농로 정비 공사

55,000

○ 화산 명금 농로 정비 공사

45,000

○ 화산 석전 농로 정비 공사

45,000

○ 화산 신풍 농로 정비 공사

85,000

○ 화산 갑길 농로 정비 공사

91,000

○ 현산 상구시 농로 옹벽 설치공사

30,000

○ 현산 하구시 농로 정비공사

15,000

○ 현산 고현 농로 정비공사

60,000

○ 현산 봉림 농로 정비공사

33,000

○ 현산 공북 교량 철거 및 신축공사

50,000

48,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5,5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9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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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고담 농로 정비공사

12,000

○ 현산 신풍 농로 정비공사

28,000

○ 현산 증산 농로 옹벽 설치공사

34,000

○ 현산 덕흥 농로 정비공사

20,000

○ 현산 탑동 농로 정비공사

21,000

○ 현산 경수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신방 농로 정비공사

46,200

○ 현산 구산 농로 정비공사

17,000

○ 현산 신풍 농로 옹벽 설치공사

15,000

○ 현산 매화 농로 교량 확장공사

20,000

○ 현산 향교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만안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상구시 농로 정비공사

58,000

○ 현산 봉림 농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5,000

○ 현산 두모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황산 농로 보수공사 6,000

○ 현산 금제 농로 보수공사 5,500

○ 현산 방두 농로 정비공사

11,000

○ 현산 조산 농로 보수공사

15,000

○ 현산 신풍 농로 보수공사

20,000

○ 현산 매화 농로 정비공사

11,000

○ 현산 송촌 교량 설치공사

20,000

○ 현산 신풍 교량 보수공사

10,000

○ 송지 동현 농로 정비공사

90,000

12,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6,2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5,500,000원*1식

1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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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석수 농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엄남 농로 정비공사 7,000

○ 송지 대죽 농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통호 농로 정비공사

55,000

○ 송지 신기 농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내장 농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미학 농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사구 농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외장 농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마봉 농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신정 농로 정비공사

80,000

○ 북평 용수 농로 정비공사

65,000

○ 북평 동촌 농로 확포장공사

55,000

○ 북평 금산 농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신용 농로 정비공사

26,000

○ 북평 남전 농로 확포장공사

10,000

○ 북평 동해 농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묵동 농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와룡 농로 정비공사

40,000

○ 북평 평암 농로 정비공사

20,000

○ 북일 용산 위험농로 개선사업

70,000

○ 북일 월성 농로 정비공사

80,000

○ 북일 갈두 농로 정비공사

25,000

○ 북일 금당 농로 정비공사

27,000

2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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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만수 농로 정비공사

30,000

○ 북일 신월 농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청용 농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호산 농로 정비공사

17,000

○ 옥천 용동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만년 농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한천 농로 정비공사

13,000

○ 옥천 용심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영신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남촌 농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이목 농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용산 농로 정비공사

16,000

○ 옥천 송운 농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성산 농로 정비공사

16,000

○ 옥천 용정 농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문촌 농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죽촌 농로 정비공사

23,000

○ 옥천 탑동 농로 정비공사

23,000

○ 옥천 흑천 농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영안 농로 정비공사

22,000

○ 계곡 월신 농로 포장공사

25,000

○ 계곡 덕정 농로 확포장 공사

18,000

○ 계곡 신기 농로 확포장 공사

45,000

○ 계곡 여수 농로 포장공사

30,000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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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법곡 농로 포장공사

50,000

○ 계곡 용지 농로 포장공사

26,000

○ 계곡 방춘 농로 포장공사

28,000

○ 계곡 신평 농로 포장공사

84,000

○ 계곡 당산 농로 포장공사

13,000

○ 계곡 법곡 사리부설 공사 9,000

○ 계곡 반계 농로 포장공사

30,000

○ 계곡 가학 농로 포장공사

10,000

○ 계곡 대운 농로 포장공사

60,000

○ 계곡 월암 농로 포장공사

16,000

○ 계곡 신성 농로 포장공사

60,000

○ 계곡 무이 농로 확포장 공사

50,000

○ 마산 육일시 농로 포장공사

30,000

○ 마산 덕인 농로 포장공사

26,000

○ 마산 용소 농로 포장공사

15,000

○ 마산 추당 농로 보수공사

33,000

○ 마산 월산 농로 보수공사

60,000

○ 마산 노하 농로 포장공사

21,000

○ 마산 연구 농로 포장공사

15,000

○ 마산 화내 농로 포장공사 5,000

○ 마산 산막 농로 포장공사 9,000

○ 마산 용전 농로 포장공사

12,000

○ 마산 호교 농로 포장공사

26,000

○ 마산 금자 농로 보수공사

20,000

5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84,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9,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9,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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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남계 농로 포장공사

5,000

○ 마산 북창 농로 포장공사

13,000

○ 마산 안정 농로 포장공사

25,000

○ 마산 오호 농로 포장공사

33,000

○ 마산 외호 농로 포장공사

22,000

○ 마산 용반 농로 포장공사 3,000

○ 마산 장성 농로 포장공사 6,000

○ 마산 당두 농로 보수공사

17,000

○ 마산 신덕 농로 포장공사

22,000

○ 황산 외입 농로 정비공사

34,000

○ 황산 초월 농로 정비공사

42,500

○ 황산 와등 농로 정비공사

36,000

○ 황산 원호 농로 정비공사

29,000

○ 황산 학동 농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한자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일신 농로 정비공사

77,000

○ 황산 관두 농로 정비공사

16,000

○ 황산 평덕 농로 정비공사

11,000

○ 황산 연호 농로 정비공사

50,000

○ 황산 병온 농로 정비공사

75,000

○ 황산 소정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남리 농로 정비공사

16,000

○ 황산 기성 농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옥연 농로 정비공사

37,000

5,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42,5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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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내산 농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원호 교량 정비공사

30,000

○ 황산 송호 농로 정비공사

83,000

○ 황산 이목 농로 정비공사

27,000

○ 황산 청룡 옹벽 설치공사

40,000

○ 황산 관춘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호동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신정 농로 정비공사

26,000

○ 산이 예동 농로 정비공사

18,000

○ 산이 대진 농로 정비공사

21,000

○ 산이 백동 농로 정비공사

15,000

○ 문내 동내 농로 포장 정비사업

20,000

○ 문내 동리 농로포장 정비사업

24,000

○ 문내 무고 농로 포장 정비사업

20,000

○ 문내 갈우 농로포장 정비사업

12,000

○ 문내 서상 위험도로 정비사업

24,000

○ 문내 서외 농로 포장 정비사업

10,000

○ 문내 예락 위험농로 정비사업

25,000

○ 문내 일정 농로 포장 정비사업

6,000

○ 문내 고전 농로 포장 정비사업

10,000

○ 문내 고대 농로 포장 정비사업

9,000

○ 문내 용암 위험농로 정비사업

10,000

○ 문내 석교 농로포장 정비사업

30,000

○ 문내 원문 농로 정비사업

12,000

6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3,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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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충평 위험농로 정비사업

30,000

○ 문내 학동 위험농로 정비사업

24,000

○ 문내 학동 농로 포장 정비사업

6,000

○ 문내 선두 농로포장 정비사업

45,000

○ 문내 동영 농로포장 정비사업

6,000

○ 문내 동외 위험농로 정비사업

40,000

○ 문내 동외 농로포장 정비사업

10,000

○ 화원 송촌 농로 포장공사

10,000

○ 화원 장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가랍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산촌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신평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부동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월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중리 농로 정비공사

12,000

○ 화원 신용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석호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월하 농로 포장공사

20,000

○ 화원 사동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절골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장평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당포 농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산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척북 농로 정비공사

10,000

3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6,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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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월산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온수 농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저상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화원 섬동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화봉 농로 포장공사

20,000

2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5,000 15,000 0

○ 농로포장사업 부대비 15,00015,000,000원*1식

농업용수 개발 37,682,600 35,209,280 2,473,320

도 364,000

군 37,318,60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33,680 148,280 △114,600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 5,000 5,000 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0

○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5,000100,000원*50건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28,680 17,280 11,400

201 일반운영비 28,680 17,280 11,400

02 공공운영비 28,680 17,280 11,400

○ 양·배수장 전기요금 3,600

○ 양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25,080

150,000원*2개소*12월

190,000원*11개소*12월

농업용수시설 사업 34,548,920 32,093,000 2,455,920

도 364,000

군 34,184,92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8,891,720 23,229,400 5,662,320

201 일반운영비 196,000 226,000 △30,000

01 사무관리비 196,000 226,000 △30,000

○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196,00014,000,000원*14개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28,695,720 23,003,400 5,692,320

01 시설비 28,675,720 22,983,400 5,692,320

○ 해남 평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관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부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66,000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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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오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옥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해남 장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고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해남 온인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월교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연동 배수로 보수공사

10,000

○ 해남 신리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해남 백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남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해남 기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신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내사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해남 연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남송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길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부호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해남 호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

○ 해남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삼산 평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97,000

○ 삼산 신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삼산 산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삼산 나범 용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삼산 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87,000

10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8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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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항리 위험사면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공사 42,000

○ 삼산 감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창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1,000

○ 삼산 용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삼산 송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삼산 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봉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삼산 신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삼산 옹암 배수로(개거) 정비공사

99,000

○ 삼산 목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삼산 시등 용배수로 정비공사

73,000

○ 삼산 신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93,000

○ 삼산 화내 용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삼산 구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삼산 장춘 용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삼산 용전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삼산 평활 배수로 사면 보강공사

60,000

○ 삼산 목신 위험사면 정비공사

90,000

○ 삼산 항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삼산 감당마을 흄관 설치공사

12,000

○ 삼산 충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삼산 매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삼산 상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삼산 신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36,000

42,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73,000,000원*1식

93,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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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원진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삼산 신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화산 재동 배수로 정비 공사

30,000

○ 화산 관동 배수로 정비 공사

85,000

○ 화산 주천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화산 송계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화산 중앙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화산 명성 배수로 정비 공사

60,000

○ 화산 사포 배수로 정비 공사

45,000

○ 화산 무학 배수로 정비 공사

70,000

○ 화산 석정 배수로 정비 공사

85,000

○ 화산 송평 용수로 정비 공사

90,000

○ 화산 탄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흑석 용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은산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산 좌일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화산 가좌 배수로 정비 공사

100,000

○ 화산 경도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화산 부길 배수로 정비 공사

56,000

○ 화산 시목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화산 용덕 배수로 정비 공사

95,000

○ 화산 안정 배수로 정비 공사

55,000

○ 화산 중정 배수로 정비 공사

25,000

○ 화산 가장 배수로 정비 공사

45,000

99,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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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덕흥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현산 일평 배수로 정비공사

53,000

○ 현산 신방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현산 원진 배수로 정비공사

76,000

○ 현산 봉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구산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현산 방두 배수로 정비공사

76,000

○ 현산 조산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현산 시등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현산 매화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현산 향교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현산 만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64,000

○ 현산 상구시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고현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학의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80,000

○ 현산 읍호 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현산 백포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현산 초호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현산 황산 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현산 분토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현산 금제 배수로 정비공사

34,000

○ 현산 방두 배수로 보수공사

6,000

○ 현산 조산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44,000

○ 현산 송촌 배수로 정비공사

46,000

70,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7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6,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6,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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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장등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89,600

○ 현산 경수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20,000

○ 현산 분토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80,000

○ 현산 장등 배수로 정비공사

86,400

○ 현산 경수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현산 황산 배수로 확장 정비공사

76,000

○ 현산 금제 배수로 수문 설치공사

5,000

○ 현산 송촌 배수로 복개 설치공사

8,000

○ 현산 공북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송지 영평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송지 통호(넙골)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금강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대죽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송지 사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외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

○ 송지 월강 배수로 정비공사

97,000

○ 송지 치소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학가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소죽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송지 어란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방처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송지 부평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서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송지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89,6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6,400,000원*1식

98,000,000원*1식

7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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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대죽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동현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송지 산정1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송지 엄남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현안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송종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송지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송지 외장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송지 석수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송지 화내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가차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송지 미야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송지 삼마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송지 통호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해원 용배수로 보수공사

15,000

○ 송지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마봉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송지 미학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송지 해원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송지 산정2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송지 송호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북평 금산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북평 차경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묵동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2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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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평 안평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와룡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북평 신홍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북평 영전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평 서호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평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평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북평 서홍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일 수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일 만월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북일 흥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운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장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방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일 신방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용일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북일 원동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북일 내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용운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용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만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갈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삼성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신월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 29 -



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금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월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옥천 송운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

○ 옥천 백호 배수로 정비공사

4,000

○ 옥천 청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도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죽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향촌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서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옥천 성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옥천 동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3,000

○ 옥천 화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옥천 거오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옥천 문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용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영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옥천 화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마고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옥천 이목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옥천 용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옥천 흑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옥천 가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신죽 용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옥천 만년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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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팔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옥천 영춘1 용배수로 보수공사

12,000

○ 옥천 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옥천 호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옥천 학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옥천 월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옥천 영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용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옥천 용심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옥천 백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옥천 탑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옥천 청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44,000

○ 계곡 용계 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계곡 둔주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장산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계곡 반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계곡 장소 용수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신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만년 배수로 암거 설치공사

60,000

○ 계곡 가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잠두 용배수로 수문설치 공사

9,000

○ 계곡 무이 배수로 정비공사

83,000

○ 계곡 성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계곡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9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8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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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태인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용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계곡 용호 용배수로 수문설치 공사

2,000

○ 계곡 여수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계곡 마고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계곡 사정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잠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계곡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당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강절 용배수로 정비공사

69,000

○ 계곡 월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마산 송석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마산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

46,720

○ 마산 화내 용배수로 정비공사

78,000

○ 마산 노하 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마산 산막 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마산 연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상등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마산 대상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학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용반 배수로 정비공사

29,000

○ 마산 지동 배수로 정비공사

92,000

○ 마산 호교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장촌 배수로 정비공사

41,000

1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46,720,000원*1식

78,000,000원*1식

19,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92,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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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장성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마산 금자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남계 배수로 보수공사

42,000

○ 마산 북창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안정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마산 오호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당두 배수로 보수공사

58,000

○ 마산 용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용소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마산 추당 배수로 정비공사

89,000

○ 마산 외호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마산 맹진 배수로 정비공사

61,000

○ 마산 신당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마산 신덕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마산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마산 후동 배수로 보수공사

52,000

○ 황산 해남참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황산 만년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황산 교동 배수로 정비공사

93,000

○ 황산 성만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황산 연당 배수로 정비공사

93,000

○ 황산 청룡 배수로 정비공사

97,000

○ 황산 병온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황산 산동 보 설치공사 30,000

17,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89,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61,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3,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3,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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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황산 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황산 한아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황산 연호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황산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황산 송호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황산 신성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황산 소정 배수로 정비공사

49,000

○ 황산 신곡 배수로 정비공사

43,000

○ 황산 부곡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황산 기성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황산 관두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관춘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황산 평덕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시등 배수로 정비공사

82,000

○ 황산 삼호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황산 춘정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황산 덕암 배수로 정비공사

41,000

○ 황산 징의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황산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94,000

○ 황산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92,000

○ 황산 연자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황산 산동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황산 외입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85,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9,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82,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94,000,000원*1식

9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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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한자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황산 산소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황산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78,000

○ 황산 원호 배수로 정비공사

8,000

○ 황산 와등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황산 내산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노송 배수로 정비공사

67,000

○ 산이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산이 시등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대명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산이 부흥 배수로 정비공사

96,000

○ 산이 학림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산이 중촌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송천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산이 내송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산이 비석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산이 진산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산이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대진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신농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상공 배수로 보수공사

99,000

○ 산이 산두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건촌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산이 업자 배수로 보수공사

10,000

8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7,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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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시등 작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금동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반송 배수로 정비공사

84,000

○ 산이 덕호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백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산이 해월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중촌 작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산이 동월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해당 배수로 정비공사

88,000

○ 산이 두목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산이 덕곡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 산이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산이 송천 작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산이 외송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산이 원항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산이 황조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문내 증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 문내 동내 배수로 정비사업

10,000

○ 문내 남상 배수로 정비사업

10,000

○ 문내 용정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 문내 목삼 배수로 정비사업

65,000

○ 문내 동외 배수로 정비사업

45,000

○ 문내 일정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 문내 동영 배수로 정비사업

10,000

60,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84,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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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삼정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 문내 명량 배수로 정비사업

36,000

○ 문내 임하 배수로 정비사업

50,000

○ 문내 궁항 배수로 정비사업

60,000

○ 문내 남외 배수로 정비사업

46,000

○ 문내 동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00

○ 문내 갈우2 배수로 정비사업

25,000

○ 문내 송정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 문내 신창 배수로 정비사업

28,000

○ 문내 난대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 문내 용암 배수로 정비사업

22,000

○ 문내 갈우1 배수로 정비사업

96,000

○ 문내 석교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문내 서외 배수로 정비사업

45,000

○ 문내 신흥 배수로 정비사업

80,000

○ 문내 삼덕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 문내 신평1 배수로 정비사업

42,000

○ 문내 신평2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문내 고전 배수로 정비사업

96,000

○ 문내 고대 배수로 정비사업

63,000

○ 문내 원문 배수로 정비사업

35,000

○ 문내 학동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 문내 선두 배수로 정비사업

35,000

○ 문내 사교 배수로 정비사업

35,000

3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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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고당 배수로 정비사업

10,000

○ 문내 양정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문내 난대2 배수로 정비사업

25,000

○ 문내 고평 배수로 정비사업

50,000

○ 문내 고당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문내 남외 개거 정비사업

40,000

○ 문내 원동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문내 고대 개거 정비사업

23,000

○ 문내 공영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 화원 초동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별암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매계1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월래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원 척북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사동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화원 가마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화원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화원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장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온덕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당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인지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신용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1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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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장평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절골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수동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양화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석호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구지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질마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억수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원 온수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원 하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구림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화원 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화원 저상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송촌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장수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산천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산수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학상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가랍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후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화원 섬동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황조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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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복평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해남 안동 배수로 정비공사

350,000

○ 화산 신풍 배수로 정비공사

365,000

○ 화산 해창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 현산 고담 배수로 정비공사

110,000

○ 현산 월송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 현산 하구시 배수로 정비공사

110,000

○ 현산 탑동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 현산 봉림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송지 강남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북평 영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0

○ 북평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250,000

○ 황산 청룡~연호간 배수 개선사업

545,000

○ 산이 상공 배수로 정비공사

400,000

○ 문내 선두 배수로 정비공사

125,000

○ 화원 인지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150,000,000원*1식

350,000,000원*1식

365,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45,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12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대비

20,00020,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흙수로구조물화)(전환) 455,000 445,000 10,000

도 364,000

군 9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5,000 445,000 10,000

도 364,000

군 91,000

01 시설비 452,000 442,000 10,00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전환)

452,000452,000,000원*1식

도 361,600

군 90,40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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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부대비(전환)

3,0003,000,000원*1식

도 2,400

군 600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1,801,200 2,767,000 △965,800

101 인건비 18,000 4,000 14,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00 4,000 14,000

○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

4,000

○ 황산,문내 양수장 운영 인건비

14,000

4,000,000원*1식

7,000,000원*2개소

201 일반운영비 72,200 71,000 1,200

01 사무관리비 21,000 21,000 0

○ 양수호스 구입 21,0001,5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51,200 50,000 1,200

○ 수리시설물 운영경비 50,000

○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1,200

50,000,000원*1식

1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711,000 2,692,000 △981,000

01 시설비 1,711,000 2,692,000 △981,000

○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200,000

○ 해남천 수문 설치공사 80,000

○ 해남 부호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학동 용배수로 문비 설치공사

3,000

○ 삼산 원진 양수장 장옥 보수공사

10,000

○ 현산 금제 양수장 설치공사

410,000

○ 현산 읍호 양수장 설치공사

300,000

○ 옥천 서원 수리시설물 보수공사

40,000

○ 황산 징의 양수장 설치공사

300,000

○ 황산 일신 포강 정비사업

50,000

○ 황산 한아 포강 설치사업

20,000

○ 산이 노송 양수장 보수공사

160,000

○ 문내 양정 양수장 관로 매설공사

60,000

5,000,000원*40개소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1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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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가마 수문설치공사 8,0008,000,000원*1식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특별교부세) 238,000 0 23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000 0 238,000

01 시설비 238,000 0 238,000

○ 문내면 선두리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238,000238,000,000원*1식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1,363,000 2,535,000 △1,1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3,000 2,535,000 △1,172,000

01 시설비 1,363,000 2,535,000 △1,172,000

○ 저수지 노후 스핀들 보수공사

49,000

○ 저수지 잡목제거 150,000

○ 저수지 정밀점검 100,000

○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 144,000

○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000

○ 해남 금강저수지 수변 정비사업

30,000

○ 현산 덕흥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

110,000

○ 북평 신기제 보수공사 150,000

○ 마산 신덕제 보수공사 100,000

○ 마산 장성저수지 보수공사

120,000

○ 황산 송호5제 여방수로 정비공사

30,000

○ 산이 대명 저수지 방수로 정비공사

270,000

○ 산이 학림 저수지 보수공사

10,000

○ 문내 신흥 저수지 정비사업

30,000

○ 화원 가마 저수지 정비공사

50,000

3,500,000원*14개소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4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7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전환) 1,800,000 2,280,000 △4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00 2,110,000 △310,000

01 시설비 1,605,000 1,950,000 △345,000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전환)

1,605,0001,605,000,000원*1식

02 감리비 185,000 150,000 35,000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

(전환) 185,000185,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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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대비

(전환) 10,00010,000,000원*1식

농어촌 환경정비 1,500,000 720,000 780,000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전환) 1,500,000 715,000 7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715,000 785,000

01 시설비 1,496,500 711,500 785,0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

1,496,5001,496,5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3,500 3,500 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전환)

3,5003,500,000원*1식

공공기관 대행사업 1,600,000 2,248,000 △648,00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450,000 680,000 77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50,000 680,000 77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50,000 680,000 770,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평가비

150,000

○ 해남 금강제 2호 용수지선 보수공사

100,000

○ 삼산 장춘보 용수간선 보수공사

70,000

○ 삼산 상가제 평활배수로 암거 보수공사

50,000

○ 화산 연곡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250,000

○ 현산 백포 두모들 용배수로 보수공사

150,000

○ 현산 황산 양수장 설치공사

250,000

○ 북평 동해제 용배수로지선 보수공사

100,000

○ 옥천 청용제 흑천용수지선 보수공사

80,000

○ 황산 교동2-2 배수지선 보수공사

150,000

○ 문내 석교1제 용수간선 보수공사

100,000

5,000,000원*30공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 150,000 150,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0 150,000 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 150,000 0

○ 황산 양수장(영산강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전

기사용료지원 40,000

○ 문내,화원 양수장 급수 전기료

70,000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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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공공기관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양수장(고천암 배후지) 전기요금

40,00040,000,000원*1식

낙후지역 균형개발 8,682,700 7,552,038 1,130,662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8,682,700 7,183,038 1,499,662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582,700 6,097,038 2,485,662

401 시설비및부대비 8,582,700 5,182,700 3,400,000

01 시설비 8,563,700 5,163,700 3,400,000

○ 해남 수성2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해남 고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해남 해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해남 부흥 마을안길 정비공사

9,000

○ 해남 용정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해남 옥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

○ 삼산 상가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삼산 중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00

○ 삼산 신흥 마을안길 위험사면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85,000

○ 삼산 상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2,000

○ 삼산 중리 배수로복개 및 안길 포장공사

60,000

○ 삼산 용전 마을안길 정비공사(배수로,복개,

안전시설) 25,000

○ 삼산 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00

○ 삼산 감당 마을안길 위험사면 정비공사

11,000

○ 삼산 화내 마을안전시설물 설치공사

6,000

○ 삼산 도토 반사경 설치공사

1,000

○ 삼산 항리마을 반사경 설치공사

500

○ 삼산 시등마을 반사경 설치공사

500

○ 삼산 충리마을 반사경 설치공사

1,5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원*1식

500,000원*1식

500,000원*1식

1,5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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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화내마을 반사경 설치공사

500

○ 삼산 농암 마을안길 옹벽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 30,000

○ 화산 시목 마을안길 확장 공사

35,000

○ 화산 명성 마을안길 정비 공사

12,000

○ 화산 용덕 마을안길 확장 공사

64,000

○ 화산 호동 마을안길 정비 공사

20,000

○ 화산 봉저 마을안길 보수 공사

55,000

○ 화산 상마 마을안길 정비공사

90,000

○ 화산 관동 마을안길 정비 공사

65,000

○ 화산 주천 마을안길 정비 공사

15,000

○ 화산 해창 마을진입로 정비 공사

18,000

○ 화산 율동 마을안길 정비 공사

55,000

○ 화산 중정 마을안길 보강 공사

15,000

○ 화산 안정 마을안길 정비 공사

8,000

○ 현산 만안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40,000

○ 현산 학의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25,000

○ 현산 탑동 교량 신축공사

90,000

○ 현산 읍호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50,000

○ 현산 백포 진입로 확장공사

10,000

○ 현산 경수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40,000

○ 현산 황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현산 분토 옹벽 설치공사

60,000

○ 현산 백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30,000

○ 현산 두모 해안도로 아스콘포장 공사

30,000

5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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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8,000

○ 송지 가차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소죽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송지 송암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6,000

○ 송지 신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송지 어란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송지 현안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송지 산정2 마을안길 보수공사

15,000

○ 송지 강남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송지 군안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송지 미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0,000

○ 송지 송종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 송지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송지 외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송지 해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송지 송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송지 산정2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송지 송호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송지 신기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95,000

○ 송지 동현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송지 중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송지 소죽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송지 미학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송지 통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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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미학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북평 신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북평 남창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50,000

○ 북평 서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북평 신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북평 신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북평 서홍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북평 오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북평 남창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북평 동촌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북평 차경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북평 남성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0

○ 북평 산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북평 이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북평 안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북평 신홍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5,000

○ 북평 영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5,000

○ 북일 장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옥천 호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옥천 신계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옥천 거오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옥천 문촌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옥천 이목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

○ 옥천 가성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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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송운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옥천 백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옥천 다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옥천 월평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옥천 영춘2 마을안길 정비공사

95,000

○ 옥천 도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옥천 남촌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 옥천 학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8,000

○ 옥천 영신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옥천 흑천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옥천 마고 마을안길 정비공사

90,000

○ 옥천 청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0

○ 옥천 영안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0

○ 옥천 청신 마을안길 정비공사

90,000

○ 옥천 만년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계곡 신촌 마을안길 확장공사

18,000

○ 계곡 방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계곡 태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계곡 선진 마을안길 확장공사

15,000

○ 계곡 당산 마을안길 보수공사

30,000

○ 계곡 강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5,000

○ 계곡 대운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000

○ 계곡 강절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10,000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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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신주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35,000

○ 계곡 성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000

○ 계곡 신주 안전난간 설치공사

18,000

○ 마산 남계 마을안길 보수공사

18,000

○ 마산 고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마산 신기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3,000

○ 마산 신덕 마을안길 정비공사

42,000

○ 마산 월곡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7,000

○ 마산 후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4,000

○ 마산 북창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마산 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

○ 마산 노하 쉼터 주변 난간설치공사

6,000

○ 마산 대상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4,000

○ 황산 도장사 안길 옹벽 설치공사

60,000

○ 황산 삼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31,000

○ 황산 춘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황산 연자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 황산 내산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6,000

○ 황산 옥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2,000

○ 황산 호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황산 부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2,000

○ 황산 우항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85,000

○ 황산 징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황산 우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5,000

3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3,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6,000,000원*1식

4,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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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업자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산이 반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8,000

○ 산이 덕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예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산이 동월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산이 두목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18,000

○ 산이 지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9,000

○ 산이 덕곡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41,000

○ 산이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5,000

○ 산이 학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산이 비석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산이 초두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

○ 산이 진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5,000

○ 산이 원항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산이 금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산이 내송 암거박스 보강공사

60,000

○ 문내 신월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0

○ 문내 임하 아스콘포장 정비사업

30,000

○ 문내 무고 마을안길 정비사업

10,000

○ 문내 심동 위험도로 정비사업

40,700

○ 문내 신창 마을안길 정비사업

24,000

○ 문내 삼덕 가드레일 정비사업

20,000

○ 문내 석교 아스콘포장 정비사업

50,000

○ 문내 서외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

100,000

25,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7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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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외암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

○ 문내 양정 마을안길 정비사업

50,000

○ 문내 충평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

○ 문내 양정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

40,000

○ 문내 일정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

30,000

○ 문내 신월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

60,000

○ 문내 난대 마을안길 정비사업

10,000

○ 화원 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화원 산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화원 이목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화원 신주광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화원 섬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화원 매계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화원 질마 마을안길 조성사업

10,000

○ 화원 온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화원 월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화원 하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

○ 화원 장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화원 가랍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화원 후포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화원 가마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화산 송평 위험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0,000

○ 현산 구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60,000

○ 송지 어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0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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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영춘1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0

○ 황산 연호 보리축제장 도로 포장공사

150,000

○ 산이 진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140,000

3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9,000 19,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

5,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읍면)

14,000

5,000,000원*1식

1,000,000원*14읍면

삼산 장춘~용전간 도로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 삼산 장춘~용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00100,000,000원*1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522,034 5,401,420 1,120,614

균 1,704,000

군 4,818,034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20,000 0 1,220,000

균 854,000

군 366,000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문내면) 1,220,000 0 1,220,000

균 854,000

군 36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20,000 0 1,220,000

균 854,000

군 366,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20,000 0 1,220,000

○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20,0001,220,000,000원*1식

균 854,000

군 366,000

마을만들기사업 4,037,230 3,632,564 404,666

권역단위종합개발(문내 우수영(선두)권역)(전환) 2,100,000 440,000 1,66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00,000 0 2,1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00,000 0 2,100,000

○ 문내 우수영권역 권역단위종합개발(전환)

2,100,0002,100,000,000원*1식

마을단위종합개발(문내 예락) 20,000 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 문내 예락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20,000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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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 마을만들기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황산 징의) 19,000 327,000 △30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 327,000 △308,000

01 시설비 19,000 326,000 △307,000

○ 황산 징의 체험소득 조성사업

19,00019,000,000원*1식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해남 신안)(전환) 400,000 10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100,000 300,000

01 시설비 400,000 99,000 301,000

○ 해남 신안 마을만들기 사업(전환)

400,000400,000,000원*1식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계곡 강절)(전환) 390,000 110,000 2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0,000 110,000 280,000

01 시설비 390,000 109,000 281,000

○ 계곡 강절 마을만들기 사업(전환)

390,000390,000,000원*1식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계곡 방춘)(전환) 380,000 110,000 2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0,000 110,000 270,000

01 시설비 380,000 110,000 270,000

○ 계곡 방춘 마을 만들기 사업(전환)

380,000380,000,000원*1식

자율개발(마산 육일시)(전환) 400,000 10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100,000 300,000

01 시설비 400,000 99,000 301,000

○ 마산 육일시 마을만들기사업(전환)

400,000400,000,000원*1식

문내 우수영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328,230 0 328,23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8,230 0 328,23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28,230 0 328,230

○ 문내 우수영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328,230328,230,000원*1식

지역개발사업 850,000 250,000 600,000

균 850,000

지역개발지원(어불도 개발사업) 850,000 250,000 600,000

균 8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0 250,000 600,000

균 850,000

01 시설비 850,000 250,000 600,000

○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850,000850,000,000원*1식

균 850,000

마을공동체 만들기 1,400 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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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마을공동체 1,400 0 1,400

201 일반운영비 1,400 0 1,400

01 사무관리비 1,400 0 1,400

○ 마을공동체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070,000원*10명*2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리 413,404 14,040 399,364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 274,204 14,040 260,164

101 인건비 12,704 9,240 3,46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04 9,240 3,464

○ 해월루 관리 인부임

7,584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 관리(예취기 임

부임) 5,120

79,000원*1명*8일*12개월

160,000원*4명*2일*4회

201 일반운영비 46,500 4,800 41,700

01 사무관리비 13,500 2,400 11,100

○ 해월루 관리 소모품 구입 2,40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 준비

6,000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소모품 및 재료

구입 3,00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2,100

2,400,000원*1식

6,000,000원*1식

3,000,000원*1식

70,000원*10명*3회

02 공공운영비 33,000 2,400 30,600

○ 해월루 시설물 유지관리 3,00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유지 관리

30,000

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15,000 0 215,000

01 시설비 215,000 0 215,000

○ 북평면 해월루 조명시설 설치

40,000

○ 대둔권역(현산 조산) 물놀이장 우레탄 작업

30,000

○ 북평면 남창마을 해상 산책로 정비

30,000

○ 북평면 힐링공원 야외무대 방송 설비

35,000

○ 문내 고현 권역단위사업 비가림 작업장 설치

80,000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행복마을 유지 관리 90,000 0 9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0 10,000

02 공공운영비 10,000 0 10,000

○ 행복마을 시설물 등 유지 관리

10,0002,500,000원*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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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0 80,000

01 시설비 80,000 0 80,000

○ 황산 기성 행복마을 다목적회관 개보수 공사

80,00080,000,000원*1식

문화마을 유지 관리 49,200 0 49,200

201 일반운영비 9,200 0 9,200

02 공공운영비 9,200 0 9,200

○ 삼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0

○ 삼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8,000

100,000원*12개월

8,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 삼산 문화마을 도로정비 10,000

○ 삼산 문화마을 회관보수 30,000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4,381,094 2,774,743 1,606,351

국 3,364,189

도 426,176

군 590,729

주택행정 지원 89,523 92,463 △2,940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 3,900 6,840 △2,940

201 일반운영비 2,460 3,960 △1,500

01 사무관리비 2,460 3,960 △1,500

○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460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840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

―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1,200

70,000원*6명*2회

70,000원*6명*1회

300,000원*4건

202 여비 1,440 2,880 △1,440

01 국내여비 1,440 2,880 △1,440

○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1,44020,000원*2명*3일*12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85,623 85,623 0

201 일반운영비 1,623 1,623 0

01 사무관리비 1,623 1,623 0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1,623

― 강사료(실비 포함) 700

― 홍보 현수막 제작 360

― 교재 인쇄비 563

350,000원*2명*1회

60,000원*6개소

150원*25쪽*150부

402 민간자본이전 84,000 84,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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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단위: 주택행정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4,000 84,000 0

○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84,00040,000,000원*3개소*70%

저소득층 주거지원 4,291,571 2,682,280 1,609,291

국 3,364,189

도 426,176

군 501,206

주거급여 지원사업(임차급여) 1,780,356 1,465,170 315,186

국 1,424,285

도 178,035

군 178,036

301 일반보전금 1,780,356 1,465,170 315,186

국 1,424,285

도 178,035

군 178,036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780,356 1,465,170 315,186

○ 임차급여 1,780,3561,780,356,000원*1식

국 1,424,285

도 178,035

군 178,036

주거급여 지원사업(수선유지급여) 2,384,505 1,079,000 1,305,505

국 1,907,604

도 238,451

군 238,45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84,505 1,079,000 1,305,505

국 1,907,604

도 238,451

군 238,45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384,505 1,079,000 1,305,505

○ 수선유지급여 2,384,5052,384,505,000원*1식

국 1,907,604

도 238,451

군 238,450

주거급여 업무 지원 4,360 4,360 0

201 일반운영비 1,960 1,960 0

01 사무관리비 1,960 1,960 0

○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추진 사무용품 구입

1,000

○ 주거급여 지원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960

1,000,000원*1식

60,000원*16개소*1회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 수선유지급여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

2,40020,000원*2인*5일*12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64,600 76,000 △11,400

국 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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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단위: 저소득층 주거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9,690

군 22,610

402 민간자본이전 64,600 76,000 △11,400

국 32,300

도 9,690

군 22,61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4,600 76,000 △11,400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64,6003,800,000원*17가구

국 32,300

도 9,690

군 22,610

행복둥지사업 57,750 57,750 0

402 민간자본이전 57,750 57,750 0

03 민간위탁사업비 57,750 57,750 0

○ 행복둥지사업 57,750

― 수급자 등 15,750

― 차상위 42,000

15,000,000원*3가구*35%

10,000,000원*12가구*35%

주거환경 개선 200,000 195,000 5,000

주거환경 지원 200,000 195,000 5,00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000 195,000 5,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 195,000 5,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 195,000 5,0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

― 화장실 개량 90,000

― 빈집정비 110,000

1,500,000원*60동

1,000,000원*110동

행정운영경비(건설주택과) 102,864 64,320 38,544

기본경비(건설주택과) 102,864 64,320 38,544

기본경비(건설주택과) 25,200 0 25,200

201 일반운영비 21,000 0 21,000

01 사무관리비 21,000 0 21,000

○ 부서운영비(총액) 21,00021,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0 4,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0 4,2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1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토목팀) 27,360 24,432 2,928

201 일반운영비 11,520 12,672 △1,152

01 사무관리비 11,520 12,672 △1,152

○ 토목팀 업무추진 급량비 11,52011,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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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주택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주택과)

단위: 기본경비(건설주택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5,840 11,760 4,080

01 국내여비 15,840 11,760 4,080

○ 기본 국내여비 14,40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0

14,400,000원

1,440,000원

기본경비(농업기반조성팀) 11,232 9,408 1,824

201 일반운영비 4,032 4,608 △576

01 사무관리비 4,032 4,608 △576

○ 농업기반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7,200 4,800 2,400

01 국내여비 7,200 4,800 2,40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기본경비(농촌개발팀) 14,208 12,480 1,728

201 일반운영비 4,608 5,760 △1,152

01 사무관리비 4,608 5,760 △1,152

○ 농촌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4,608,000원

202 여비 9,600 6,720 2,880

01 국내여비 9,600 6,720 2,880

○ 기본 국내여비 9,6009,600,000원

기본경비(마을공동체팀) 14,208 18,000 △3,792

201 일반운영비 4,608 5,760 △1,152

01 사무관리비 4,608 5,760 △1,152

○ 마을공동체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4,608,000원

202 여비 9,600 12,240 △2,640

01 국내여비 9,600 12,240 △2,640

○ 기본 국내여비 9,6009,600,000원

기본경비(주택행정팀) 10,656 0 10,656

201 일반운영비 3,456 0 3,456

01 사무관리비 3,456 0 3,456

○ 주택행정팀 업무추진 급량비 3,4563,456,000원

202 여비 7,200 0 7,200

01 국내여비 7,200 0 7,20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