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국유재산 관리운영

단위: 국유재산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75,694,884 80,883,555 △5,188,671

국 7,535,779

도 5,837,574

군 62,3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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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6,424 12,723,737 △1,417,313

도 306,134

군 11,000,290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8,318,934 7,883,154 435,780

도 302,134

군 8,016,800

군도 확충 1,832,800 2,970,300 △1,137,500

201 일반운영비 4,800 4,800 0

01 사무관리비 4,800 4,800 0

○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4,8004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828,000 2,965,500 △1,137,500

01 시설비 1,822,000 2,958,000 △1,136,000

○ 송지 산정 군도 정비공사

100,000

○ 북일 월성~만수간 도로 선형개량사업

200,000

○ 북일 신월~금당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50,000

○ 계곡 덕정~성진간 구국도 차선도색공사

50,000

○ 마산 장성~용전간 군도 선형개량공사

1,000,000

○ 황산 성산~매부리간 군도 차선도색공사

20,000

○ 관정 폐공비 2,000

○ 토지보상 200,000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6,000 7,500 △1,500

○ 군도 정비사업 부대비 6,0006,000,000원*1식

농어촌 도로 확충 6,184,000 4,611,000 1,57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184,000 4,611,000 1,5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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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6,170,000 4,597,000 1,573,000

○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000

○ 화산 무학~건진머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 300,000

○ 화산 사포 위험도로 정비사업

200,000

○ 화산 사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00,000

○ 화산 좌일~흑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현산 초호~황산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90,000

○ 송지 장춘 도로측구 정비공사

120,000

○ 옥천 도림~용심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00

○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00,000

○ 옥천 남촌 위험사면 정비사업

40,000

○ 옥천 용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0,000

○ 계곡 법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 마산 연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400,000

○ 황산 교동 위험도로 정비공사

350,000

○ 황산 부곡~관춘간 차선도색공사

30,000

○ 문내 선두~명량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20,000

○ 문내 선두~장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00

○ 화원 가랍~척북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20,000

○ 토지보상 200,000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3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4,000 14,000 0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14,00014,000,000원*1식

무기계약근로자보수(보조) 302,134 301,854 280

도 302,134

101 인건비 302,134 301,854 280

도 302,134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2,134 301,85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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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로보수원 인건비 302,134

― 기본급 141,4441,964,490원*6명*12월

도 141,444

― 기말수당 47,1481,964,490원*6명*4회

도 47,148

― 정근수당 10,966913,830원*6명*2회

도 10,966

― 정근수당 가산금 3,60050,000원*6명*12월

도 3,600

― 가족수당 5,76080,000원*6명*12월

도 5,760

― 정액급식비 9,360130,000원*6명*12월

도 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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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81,964,490원*20일*6명/30일

도 7,858

― 피복비 2,400200,000원*6명*2회

도 2,400

도로시설 관리 2,830,574 4,670,879 △1,840,305

도 4,000

군 2,826,574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38,000 316,800 △278,800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 건설 시책업무 추진 3,0003,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 313,800 △278,800

01 시설비 35,000 313,800 △278,800

○ 도로표지판 정비 35,000700,000원*50개소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899,879 1,258,679 △358,800

101 인건비 11,200 11,725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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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200 11,725 △525

○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2,800

― 피복 구입 1,400

― 안전화 구입 1,400

○ 도로보수원 활동여비

8,400

200,000원*7명

100,000원*7명*2회

10,000원*7명*10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68,679 166,954 1,725

01 사무관리비 88,564 88,039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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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광조끼 구입 350

○ 야광모자 구입 175

2,500,000원*1식

180,000원*2개

180,000원*2개

17,000원*7개

550,000원*5일*14개읍면

550,000원*6일*14개읍면

50,000원*7벌

25,000원*7개

02 공공운영비 80,115 78,915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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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 1,600

○ 현장점검차량 보험료 500

○ 현장점검차량 유류대

5,400

○ 현장점검차량 유지비 2,000

○ 위임국도 쉼터 화장실 전기사용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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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원*4대

500,000원*1대

1,350원*4,000리터*1대

2,000,000원*1식

100,000원*1개소*12월

206 재료비 150,000 120,000 30,000

01 재료비 150,000 120,000 30,000

○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모래,염화칼슘,아스콘,

쇄석,레미콘 등) 150,0001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570,000 650,000 △80,000

01 시설비 570,000 650,000 △80,000

○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200,0002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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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건설폐기물 처리비 10,000

○ 도로 안전시설정비 200,000

○ 교량 정밀점검 용역 120,000

○ 노후교량 보수 실시설계 40,000

1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1,582,695 2,395,400 △812,705

401 시설비및부대비 1,582,695 2,395,400 △812,705

01 시설비 1,582,695 2,395,400 △812,705

○ 해남 학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180,000

○ 해남 월교 도로측구 정비공사

50,000

○ 삼산 송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13,000

○ 삼산 대흥 도로측구 정비공사

52,000

○ 화산 무학 도로측구 정비공사

150,000

○ 화산 부길 도로측구 정비공사

60,000

○ 화산 송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45,000

○ 현산 시등 도로측구 정비공사

70,000

○ 현산 두모 해안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6,000

○ 송지 송호 도로측구 정비공사

25,000

○ 송지 삼마 도로측구 정비공사

60,000

○ 송지 군안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송지 신정 가드레일 설치공사

17,000

○ 송지 중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북평 영전 도로측구 정비공사

24,860

○ 북평 남성 도로측구 정비공사

24,170

○ 북평 동촌 도로법면 정비공사

14,665

○ 옥천 향촌 도로측구 정비공사

43,000

○ 옥천 죽촌 도로측구 정비공사

90,000

○ 계곡 무이 도로측구 정비공사

30,000

1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860,000원*1식

24,170,000원*1식

14,665,000원*1식

43,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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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신주 도로측구 정비공사

15,000

○ 마산 월곡 도로측구 정비공사

22,000

○ 마산 원항 도로법면 정비공사

50,000

○ 마산 호교 도로측구 정비공사

80,000

○ 마산 안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70,000

○ 마산 송석 도로측구 정비공사

90,000

○ 마산 화내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30,000

○ 황산 시등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0

○ 황산 덕암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0

○ 산이 구성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0

○ 산이 덕호 도로측구 정비공사

28,000

○ 문내 갈우 가드레일 설치공사

30,000

○ 문내 무고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0

○ 문내 남하 도로측구 정비공사

10,000

○ 문내 원문 도로측구 정비공사

23,000

○ 문내 고대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 화원 매계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군도 유지관리 310,000 700,000 △390,000

도 4,000

군 3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10,000 700,000 △390,000

도 4,000

군 306,000

01 시설비 310,000 700,000 △390,000

○ 군도 소파보수 200,000

○ 도로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 수립

100,000

○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10,000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원*2개소

도 4,000

군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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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도로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로유지 관리 86,180 26,608 59,572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16,180 26,608 △10,428

101 인건비 5,600 16,028 △10,428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00 5,600 0

○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

원 업무추진 급량비 5,6008,000원*7명*25일*4월

201 일반운영비 10,580 10,580 0

01 사무관리비 3,960 3,960 0

○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

1,560

○ 제설자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2,400

130,000원*12월

2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6,620 6,62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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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관리 70,000 0 70,000

207 연구개발비 70,000 0 70,000

02 전산개발비 70,000 0 70,000

○ 도로점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0,00070,000,000원*1식

토목설계단 운영 70,736 103,096 △32,360

토목설계단 운영 70,736 103,096 △32,360

101 인건비 1,500 7,500 △6,0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00 7,500 △6,00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작업복)

200

○ 설계단 피복비(측량용 안전화)

100

○ 토목설계 합동추진여비

1,200

200,000원*1명

100,000원*1명

20,000원*1명*5일*12월

201 일반운영비 58,036 44,896 13,140

01 사무관리비 57,436 44,296 13,140

○ 표준품셈 구입 120

○ 물가정보, 거래가격 구입

720

○ 설계도서 복사비 20,000

60,000원*2권

30,000원*2권*12회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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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확충

단위: 토목설계단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

8,176

○ 설계프로그램(CAD) 구입 8,82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

19,600

8,000원*14명*73일*1회

490,000원*18개

1,4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600 600 0

○ GPS 측량기기 운영비 60050,000원*12월

202 여비 11,200 29,700 △18,500

01 국내여비 11,200 29,700 △18,500

○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

11,20020,000원*14개읍면*40일

농업 경쟁력 강화 16,459,654 17,101,060 △641,406

국 4,201,479

도 2,980,000

군 9,278,175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00,240 394,000 △293,760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 5,000 394,000 △38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5,000 0

01 시설비 5,000 5,000 0

○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 5,0005,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전환)(전환사업) 95,240 0 95,2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5,240 0 95,24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5,240 0 95,240

○ 남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전환)

95,24095,240,000원*1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00,000 2,500,000 △2,000,0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전환)(전환사업) 500,000 2,500,000 △2,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2,500,000 △2,000,000

01 시설비 500,000 2,500,000 △2,000,0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

500,000500,000,000원*1식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3,713,000 1,420,000 2,293,000

국 1,550,000

도 310,000

군 1,853,000

지방관리방조제사업 613,000 420,000 193,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50,000 0

01 사무관리비 50,000 50,000 0

○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

비임차료 50,0005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370,000 37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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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70,000 370,000 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50,000

○ 안전정밀 진단용역 120,000

○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 200,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4개소

200,000,000원*1식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3,000 0 19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93,000 0 193,000

○ 황산 옥동 제수문 설치사업

193,000193,000,000원*1식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국 1,000,000

도 200,000

군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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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1,000,000

도 200,000

군 800,000

01 시설비 1,907,597 900,000 1,007,597

○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907,5971,907,597,000원*1식

국 953,798

도 190,760

군 763,039

02 감리비 92,403 100,000 △7,597

○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

비 92,40392,403,000원*1식

국 46,202

도 9,240

군 36,961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1,100,000 0 1,100,000

국 550,000

도 110,000

군 4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00 0 1,100,000

국 550,000

도 110,000

군 44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1,000,0001,000,000,000원*1식

국 500,000

도 100,000

군 400,000

02 감리비 100,000 0 100,000

○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건설

사업관리용역 100,000100,000,000원*1식

국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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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0,000

군 40,000

밭기반 정비사업 3,044,955 3,251,980 △207,025

도 2,540,000

군 504,955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운영비) 222,730 232,73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밭기반대형관정 보수사업비

20,0004,000,000원*5개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2,730 212,730 △1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730 212,730 △10,000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00,000

○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사후관리

100,000

○ 밭기반대형관정 정기수질검사

2,73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30,000원*21공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사업)(전환)(전환사업) 2,822,225 3,019,250 △197,025

도 2,540,000

군 282,225

401 시설비및부대비 2,822,225 3,019,250 △197,025

도 2,540,000

군 282,225

01 시설비 2,681,446 2,878,250 △196,804

○ 삼산 충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33,334133,334,000원*1식

도 120,000

군 13,334

○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777,778777,778,000원*1식

도 700,000

군 77,778

○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606,000606,000,000원*1식

도 545,400

군 60,600

○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33,334133,334,000원*1식

도 120,000

군 13,334

○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031,0001,031,000,000원*1식

도 927,900

군 103,100

02 감리비 140,000 136,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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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밭기반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전환)

60,00060,000,000원*1식

도 54,000

군 6,000

○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전환)

80,00080,000,000원*1식

도 72,000

군 8,000

03 시설부대비 779 5,000 △4,221

○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전환)

667667,000원*1식

도 600

군 67

○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전환)

112112,000원*1식

도 100

군 12

배수개선사업 2,756,859 2,583,380 173,479

국 2,651,479

군 105,380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105,380 83,380 22,000

101 인건비 72,400 50,400 2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400 50,400 22,000

○ 배수갑문 관리인부임 60,000

○ 방조제 저류지 내 갈대 제거

10,000

○ 방조제 제초작업 2,400

60,000,000원*1식

100,000원*50개소*2일

200,000원*2명*2개소*3일

201 일반운영비 32,980 32,980 0

01 사무관리비 19,480 19,480 0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안전점검수수료

1,080

○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11,400

― 제1배수장 7,800

― 제2배수장 3,600

○ 북일 신월배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료(3년

주기) 2,000

○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유지비

5,000

90,000원*1개소*12월

650,000원*1개소*12월

300,000원*1개소*12월

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3,500 13,500 0

○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540

○ 화산 안호 배수갑문 전기요금

480

○ 화산 관동방조제 관리 CCTV 통신사용료

4,800

○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6,000

45,000원*1개소*12월

40,000원*1개소*12월

400,000원*1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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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제1배수장 3,600

― 제2배수장 2,400

○ 북일 신월배수장 물관리자동화 통신사용료

840

○ 화원 후산 배수장 전기요금

420

○ 화원 화봉 배수장 전기요금

420

300,000원*1개소*12월

200,000원*1개소*12월

70,000원*1개소*12월

35,000원*1개소*12월

35,000원*1개소*12월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651,479 2,500,000 151,479

국 2,651,479

401 시설비및부대비 2,651,479 2,500,000 151,479

국 2,651,479

01 시설비 2,351,699 2,197,000 154,699

○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351,6992,351,699,000원*1식

국 2,351,699

02 감리비 299,780 300,000 △220

○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299,780299,780,000원*1식

국 299,780

농로포장사업 6,344,600 6,951,700 △607,100

도 130,000

군 6,214,600

농로포장 사업 6,214,600 6,951,700 △737,100

201 일반운영비 140,000 112,000 28,000

01 사무관리비 140,000 112,000 28,000

○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40,00010,000,000원*14개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6,074,600 6,839,700 △765,100

01 시설비 6,059,600 6,824,700 △765,100

○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 용역

20,000

○ 해남 장활 농로 정비공사 21,000

○ 해남 신안 농로 정비공사 42,000

○ 해남 부흥 농로 보수공사 6,000

○ 해남 오천 농로 정비공사 4,000

○ 해남 송용 농로 정비공사 57,000

○ 해남 남송 농로 정비공사 45,000

○ 해남 해리 농로 정비공사 31,000

○ 해남 기동 농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길호 농로 정비공사 27,000

○ 해남 온인 농로 정비공사 32,000

○ 삼산 평활 농로 정비공사 24,000

○ 삼산 산림 농로 정비공사 30,000

2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6,000,000원*1식

4,000,000원*1식

57,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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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나범 농로 정비공사 13,000

○ 삼산 중리 농로 정비공사 36,000

○ 삼산 금산 농로 정비공사 24,000

○ 삼산 석당 농로 정비공사 28,000

○ 삼산 저산 농로 정비공사 8,000

○ 삼산 원진 농로 정비공사 13,000

○ 삼산 목신 농로 정비공사 7,000

○ 삼산 시등 농로 정비공사 6,000

○ 삼산 충리 농로 정비공사 20,000

○ 삼산 화내 농로 정비공사 72,000

○ 삼산 구림 농로 정비공사 26,000

○ 삼산 매정 농로 정비공사 28,000

○ 삼산 대흥 농로 정비공사 33,000

○ 화산 호동 농로 정비공사 56,000

○ 화산 마명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은산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산 갑길 농로 정비공사 75,000

○ 화산 평발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중정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화산 안정 농로 정비공사 80,000

○ 화산 해창 농로 정비공사 75,000

○ 화산 월호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산 석전 농로 정비공사 20,000

○ 현산 공북 농로 정비공사 30,000

○ 현산 신방 농로 정비공사 78,000

○ 현산 하구시 농로 정비공사

23,000

○ 현산 상구시 농로 정비공사

5,000

○ 현산 황산 농로 정비공사 85,000

○ 현산 신풍 농로 정비공사 48,000

○ 현산 원진 농로 정비공사 37,000

○ 현산 일평 농로 정비공사 62,000

○ 현산 덕흥 농로 정비공사 65,000

○ 현산 장등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분토 농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읍호 농로 정비공사 23,000

○ 현산 경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봉림 농로 정비공사 38,000

○ 현산 송촌 농로 정비공사 80,000

○ 현산 학의 농로 정비공사 15,000

○ 송지 우근 농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소죽 농로 정비공사 50,000

13,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7,000,000원*1식

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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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해원 농로 정비공사 28,000

○ 송지 신정 농로 정비공사 65,000

○ 송지 마봉 농로 정비공사 15,000

○ 송지 미학 농로 정비공사 13,000

○ 송지 내장 농로 정비공사 36,000

○ 송지 외장 농로 정비공사 5,000

○ 송지 신기 농로 정비공사 65,000

○ 송지 서정 농로 정비공사 7,000

○ 송지 삼마 농로 정비공사 13,000

○ 송지 사구 농로 정비공사 28,000

○ 송지 금강 농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신평 농로 정비공사 8,000

○ 송지 어란 농로 정비공사 15,000

○ 송지 송호 농로 정비공사 10,000

○ 북평 남전 농로 정비공사 7,000

○ 북평 동해 농로 정비공사 20,000

○ 북평 안평 농로 정비공사 39,000

○ 북평 동촌 농로 정비공사 9,000

○ 북평 서호 농로 정비공사 7,000

○ 북평 신기 농로 정비공사 46,000

○ 북평 신용 농로 정비공사 43,000

○ 북평 묵동 농로 정비공사 32,000

○ 북평 차경 농로 정비공사 21,000

○ 북일 장수 농로 정비공사 53,000

○ 북일 신방 농로 정비공사 98,000

○ 북일 신월 농로 정비공사 16,000

○ 북일 만수 농로 정비공사 9,000

○ 북일 용일 농로 정비공사 6,000

○ 북일 용운 농로 정비공사 13,000

○ 옥천 용산 농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죽촌 농로 정비공사 18,000

○ 옥천 영춘1 농로 정비공사

18,000

○ 옥천 동리 농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이목 농로 정비공사 8,000

○ 옥천 한천 농로 정비공사 60,000

○ 옥천 호산 농로 정비공사 10,000

○ 옥천 서원 농로 정비공사 22,000

○ 옥천 화당 농로 정비공사 40,000

○ 옥천 신계 농로 정비공사 13,000

○ 옥천 가성 농로 정비공사 13,000

○ 옥천 용심 농로 정비공사 25,000

28,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9,000,000원*1식

7,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9,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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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용동 농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영신 농로 정비공사 33,000

○ 옥천 월평 농로 정비공사 25,000

○ 옥천 학동 농로 정비공사 30,000

○ 옥천 청용 농로 정비공사 18,000

○ 계곡 가학 농로 정비공사 30,000

○ 계곡 방춘 농로 정비공사 6,000

○ 계곡 장소 농로 정비공사 20,000

○ 계곡 강절 농로 정비공사 24,000

○ 계곡 월신 농로 정비공사 10,000

○ 계곡 태인 농로 정비공사 28,000

○ 마산 학의 농로 정비공사 32,000

○ 마산 지동1 농로 정비공사

95,000

○ 마산 북창 농로 정비공사 35,000

○ 마산 화내 농로 정비공사 25,000

○ 마산 용반 농로 정비공사 15,000

○ 마산 덕인 농로 정비공사 20,000

○ 마산 지동2 농로 정비공사

30,000

○ 마산 남계 농로 정비공사 25,000

○ 마산 맹진 농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호교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송호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산소 농로 정비공사 45,000

○ 황산 교동 농로 정비공사 72,000

○ 황산 우항 농로 정비공사 48,000

○ 황산 한자 농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신성 농로 정비공사 51,600

○ 황산 원호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징의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황산 초월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학동 농로 정비공사 74,000

○ 황산 송청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일신 농로 정비공사 31,000

○ 황산 와등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병온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연자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청룡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관두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관춘 농로 정비공사 15,000

○ 황산 남리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황산 기성 농로 정비공사 25,000

25,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51,6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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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당후 농로 정비공사 20,000

○ 산이 산두 농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덕호 농로 정비공사 70,000

○ 산이 유동 농로 정비공사 30,000

○ 산이 예동 농로 정비공사 43,000

○ 산이 학림 농로 정비공사 11,000

○ 산이 중촌 농로 정비공사 45,000

○ 문내 석교 농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원동 농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고당 농로 포장공사 35,000

○ 문내 서외 농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증도 농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고평 농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동영 농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명량 농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동내 농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신월 농로 정비공사 20,000

○ 문내 예락 농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고대 농로 정비공사 12,000

○ 문내 난대 농로 정비공사 16,000

○ 화원 하리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양화 농로 정비공사 12,000

○ 화원 송촌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장수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화봉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산촌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산수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석호 농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금평 농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별암 농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월산 농로 정비공사 7,000

○ 화원 억수 농로 정비공사 35,000

○ 화원 섬동 농로 정비공사 5,000

○ 화원 월래 농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신용 농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온수 농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중리 농로 정비공사 25,000

○ 화산 대지 농로 정비공사

180,000

○ 황산 신정 사리부설 정비공사

25,000

○ 산이 대진 농로 정비공사

120,000

20,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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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로포장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안창지구 농로 포장공사

100,000

○ 문내 선두 농로 정비공사

200,000

○ 화원 부동 농로 교량 설치사업

300,000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5,000 15,000 0

○ 농로포장사업 부대비 15,00015,000,000원*1식

농로포장 사업(보조) 130,000 0 130,000

도 1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0 0 130,000

도 130,000

01 시설비 130,000 0 130,000

○ 현산 조산 농로포장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마산 육일시 농로포장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황산 기성 농로포장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황산 한자 농로포장공사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농업용수 개발 35,957,280 37,682,600 △1,725,320

도 2,069,000

군 33,888,28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313,680 33,680 280,000

도 174,000

군 13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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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106,000 0 106,000

402 민간자본이전 106,000 0 106,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6,000 0 106,000

○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106,000

― 중형 관정 개발 100,000

― 소형 관정 개발 6,000

5,000,000원*20공

1,200,000원*5공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보조) 174,000 0 174,000

도 174,000

402 민간자본이전 174,000 0 174,000

도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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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4,000 0 174,000

○ 관정개발공사 174,000174,000,000원*1식

도 174,000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28,680 28,680 0

201 일반운영비 28,680 28,680 0

02 공공운영비 28,680 28,680 0

○ 양·배수장 전기요금 3,600

○ 양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25,080

150,000원*2개소*12월

190,000원*11개소*12월

농업용수시설 사업 32,659,100 34,548,920 △1,889,820

도 1,895,000

군 30,764,10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보조) 831,000 0 831,000

도 83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31,000 0 831,000

도 831,000

01 시설비 831,000 0 831,000

○ 화산 흑석 농수로 개거공사

90,00090,000,000원*1식

도 90,000

○ 화산 방축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현산 두모지구 농수로 개거공사

80,00080,000,000원*1식

도 80,000

○ 현산 백포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현산 경수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송지 서정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송지 미야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송지 가차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북평 산마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마산 지동 농수로 개거공사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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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신정 개거 및 농로포장 공사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 황산 옥동 농수로 개거공사

40,00040,000,000원*1식

도 40,000

○ 황산 남리 농수로 개거공사

50,00050,000,000원*1식

도 50,000

○ 황산 한자 농수로 개거공사

51,00051,000,000원*1식

도 51,000

○ 산이 황조 농수로 개거공사

50,00050,000,000원*1식

도 50,000

○ 문내 난대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문내 학동 개거 및 농로포장 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문내 고당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문내 궁항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화원 장춘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 화원 장평 농수로 개거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6,173,900 28,891,720 △2,717,820

201 일반운영비 100,000 196,000 △96,000

01 사무관리비 100,000 196,000 △96,000

○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100,00010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73,900 28,695,720 △2,621,820

01 시설비 26,053,900 28,675,720 △2,621,820

○ 토지보상비 5,000

○ 해남 평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해남 호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부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63,000

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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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오천 배수로 정비공사

95,000

○ 해남 고수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해남 연동 배수로 정비공사

23,000

○ 해남 월교 여수로 정비공사

95,000

○ 해남 용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해남 백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해남 기동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길호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해남 복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남송 배수로 정비공사

39,000

○ 해남 남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구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해남 월교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해남 온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안동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해남 장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해남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해남 내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삼산 평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39,000

○ 삼산 신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78,000

○ 삼산 산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23,000

○ 삼산 나범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삼산 상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7,000

95,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9,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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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항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1,000

○ 삼산 감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51,000

○ 삼산 상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삼산 창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금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삼산 용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삼산 송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삼산 도토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삼산 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삼산 봉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삼산 신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62,000

○ 삼산 옹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삼산 원진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삼산 목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삼산 농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21,000

○ 삼산 시등 용배수로 정비공사

76,000

○ 삼산 수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삼산 충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삼산 신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8,000

○ 삼산 화내 용배수로 정비공사

94,000

○ 삼산 장춘 용배수로 정비공사

43,000

○ 화산 월호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송산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산 송계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61,000,000원*1식

51,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1,000,000원*1식

76,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68,000,000원*1식

94,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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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명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대지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산 경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탄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석전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화산 주천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화산 좌일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화산 흑석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율동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화산 용덕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송평 용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석정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화산 연곡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화산 가장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화산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산 신풍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호동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화산 가좌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화산 중정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현산 시등 배수로 정비공사

16,000

○ 현산 봉동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현산 초호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현산 신풍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원진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1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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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구산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현산 덕흥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현산 증산 배수로 정비공사

53,000

○ 현산 학의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현산 송촌 배수로 정비공사

63,000

○ 현산 월송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현산 향교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현산 매화 배수로 정비공사

73,000

○ 현산 고담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현산 백포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현산 조산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현산 장등 배수로 정비공사

66,000

○ 현산 분토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현산 읍호 배수로 정비공사

69,000

○ 현산 공북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현산 방두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하구시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현산 상구시 배수로 정비공사

67,000

○ 현산 경수 배수로 정비공사

53,000

○ 현산 봉림 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현산 금제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현산 원진 배수로 보수공사

30,000

○ 송지 어란 용배수로 정비공사

22,000

○ 송지 석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42,000

99,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3,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6,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9,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7,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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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산정1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금강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부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송지 현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송지 미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송지 군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월강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엄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송지 산정2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 송지 화내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송지 강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송지 영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송지 내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51,000

○ 송지 어불 배수로(그레이팅) 교체공사

20,000

○ 송지 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신흥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미학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송지 산정1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송지 송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부평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화내 배수로1 정비공사

30,000

○ 송지 신평 배수로1 정비공사

35,000

○ 송지 미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1,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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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강남 배수로1 정비공사

45,000

○ 송지 영평 배수로1 정비공사

18,000

○ 송지 동현 용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송지 어란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송지 송호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송지 송종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통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사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마봉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해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송지 서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치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방처 배수로1 정비공사

25,000

○ 송지 신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송지 가차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화내 배수로2 정비공사

30,000

○ 송지 영평 배수로2 정비공사

15,000

○ 송지 외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소죽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송지 대죽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송지 통호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송지 월강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송지 방처 배수로2 정비공사

40,000

4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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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장춘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북평 금산 배수로 정비공사

28,000

○ 북평 남창 배수로 정비공사

62,000

○ 북평 산마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북평 서호-평암 배수로 정비공사

87,000

○ 북평 평암 배수로 정비공사

86,640

○ 북평 오산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 북평 와룡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북평 서홍 배수로 정비공사

46,000

○ 북평 이진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북평 신용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북평 동해 배수로 정비공사

97,860

○ 북평 묵동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북평 남전 배수로 정비공사

41,000

○ 북평 동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북평 안평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북평 영전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북평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98,500

○ 북평 남성 배수로 정비공사

19,000

○ 북평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81,000

○ 북일 장전 배수로 정비공사

58,000

○ 북일 용산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 북일 월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북일 갈두 배수로 정비공사

84,000

1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7,000,000원*1식

86,640,000원*1식

48,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97,860,000원*1식

33,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98,500,000원*1식

19,000,000원*1식

81,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8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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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만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81,000

○ 북일 흥촌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북일 만월 용배수로 정비공사

63,000

○ 북일 금당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북일 내동 배수로 정비공사

97,000

○ 북일 운전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북일 신월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북일 삼성 배수로 정비공사

68,000

○ 북일 수동 배수로 정비공사

37,000

○ 북일 용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북일 원동 배수로 정비공사

59,000

○ 북일 용일 배수로 정비공사

69,000

○ 북일 용운 배수로 정비공사

69,000

○ 북일 내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북일 방산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북일 장수 배수로 정비공사

49,000

○ 옥천 백운 용배수로 정비공사

31,000

○ 옥천 향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옥천 송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내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옥천 용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옥천 거오 용배수로 정비공사

73,000

○ 옥천 영춘1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옥천 동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3,000

81,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97,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68,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9,000,000원*1식

69,000,000원*1식

69,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49,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7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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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이목 용배수로 정비공사

18,000

○ 옥천 도림 용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옥천 한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옥천 남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옥천 서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옥천 화당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옥천 문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가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옥천 용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영안 용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옥천 영춘2 용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옥천 만년 용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옥천 영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옥천 월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옥천 팔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옥천 백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옥천 청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29,000

○ 옥천 용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계곡 월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계곡 용호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장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법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계곡 만년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18,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9,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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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사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잠두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신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둔주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당산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계곡 용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마고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신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계곡 태인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신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무이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계곡 가학 용수로 정비공사

100,000

○ 계곡 강절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계곡 성진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마산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

58,000

○ 마산 안정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마산 오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마산 추당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마산 노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마산 장성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마산 남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산막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마산 용전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장촌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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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원항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신당 배수로 설치공사

22,000

○ 마산 고암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마산 호교 배수로 정비공사

98,000

○ 마산 당두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마산 송석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마산 후동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월곡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마산 상등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마산 지동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마산 대상 배수로 정비공사

32,000

○ 마산 추당2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마산 북창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마산 금자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마산 연구(동두골)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마산 맹진 용수로 정비공사

17,000

○ 마산 덕인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황산 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황산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74,000

○ 황산 송청 배수로 정비공사

27,600

○ 황산 초월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70,500

○ 황산 청룡 배수로 정비공사

36,500

○ 황산 병온 배수로 정비공사

79,000

9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9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74,000,000원*1식

27,6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0,500,000원*1식

36,500,000원*1식

79,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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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만년 배수로 정비공사

82,000

○ 황산 징의 배수로 정비공사

69,000

○ 황산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63,500

○ 황산 평덕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황산 성만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황산 원호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춘정 배수로 정비공사

56,000

○ 황산 신성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황산 해남참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42,000

○ 황산 교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학동 배수로 정비공사

45,400

○ 황산 관두 배수로 정비공사

43,000

○ 황산 연호 배수로 정비공사

44,200

○ 황산 연자 배수로 정비공사

41,000

○ 황산 송호 배수로 정비공사

77,000

○ 황산 우항 배수로 정비공사

52,000

○ 황산 기성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황산 한자 배수로 정비공사

55,200

○ 황산 삼호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 황산 부곡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황산 와등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산소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내산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황산 옥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82,000,000원*1식

69,000,000원*1식

63,5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5,400,000원*1식

43,000,000원*1식

44,200,000원*1식

41,000,000원*1식

77,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5,200,000원*1식

33,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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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연당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황산 소정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호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일신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외입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옥연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산이 노송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건촌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업자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산이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시등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산이 반송 배수로 정비공사

84,000

○ 산이 대명 배수로 정비공사

72,000

○ 산이 덕호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부흥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산이 학림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백동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산이 해월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중촌 배수로 정비공사

58,000

○ 산이 동월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산이 송천1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산이 외송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산이 두목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산이 비석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84,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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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초두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산이 지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신농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산이 덕곡 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산이 황조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 산이 상공 배수로 정비공사

99,000

○ 산이 유동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산이 흑두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산이 금호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산이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산이 금동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산이 덕송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산이 진산 배수로 정비공사

57,000

○ 산이 노송 작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산이 부흥 작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산이 대진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원항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산이 송천2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문내 임하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동외 배수로 정비공사

27,000

○ 문내 삼덕 개거 정비공사 10,000

○ 문내 갈우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문내 석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문내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99,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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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사교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문내 장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서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고당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문내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문내 증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명량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고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문내 신평 개거 정비공사 60,000

○ 문내 무고 개거 정비공사 10,000

○ 문내 학동2 개거 정비공사

45,000

○ 문내 난대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문내 목삼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충무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예락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문내 서상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문내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문내 선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심동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문내 공영 개거 정비공사 30,000

○ 문내 신창 개거 정비공사 80,000

○ 문내 용암 개거 정비공사 40,000

○ 문내 송정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6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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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절골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 화원 구지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화원 장재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저상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별암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억수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원 섬동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원 당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원 부동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온덕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후포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가마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화원 초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학상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화원 장평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화원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 화원 가랍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구림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수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양화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질마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인지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화원 장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1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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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화봉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산촌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화원 산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화원 석호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화원 척북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화원 신평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해남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165,000

○ 해남 부호 배수로 정비공사

130,000

○ 삼산 옹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170,000

○ 삼산 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10,000

○ 화산 시목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화산 용덕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화산 명금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 현산 만안 배수로 정비공사

170,000

○ 현산 조산 용수로 정비공사

130,000

○ 송지 사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 송지 내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110,000

○ 북평 묵동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북평 평암 배수로 정비공사

149,000

○ 북평 서호 배수로 정비공사

122,000

○ 북일 갈두 배수로 정비공사

160,000

○ 북일 방산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옥천 마고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옥천 용심 용배수로 정비공사

130,000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65,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49,000,000원*1식

122,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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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월암 배수로 정비공사

210,000

○ 계곡 성진(신학) 배수로 정비공사

240,000

○ 마산 연구 배수로 정비공사

160,000

○ 마산 맹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 황산 교동지구 침수예방 정비공사

220,000

○ 황산 신정지구 침수예방 정비공사

165,000

○ 산이 상공 배수로 정비공사

264,000

○ 산이 대명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문내 삼덕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 문내 신창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화원 인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 화원 절골 배수로 정비공사

130,000

210,000,000원*1식

240,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20,000,000원*1식

165,000,000원*1식

264,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대비

20,00020,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흙수로구조물화)(전환) 455,000 455,000 0

도 364,000

군 9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5,000 455,000 0

도 364,000

군 91,000

01 시설비 452,000 452,000 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전환)

452,000452,000,000원*1식

도 361,600

군 90,40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부대비(전환)

3,0003,000,000원*1식

도 2,400

군 600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1,247,200 1,801,200 △554,000

101 인건비 18,000 18,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00 18,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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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

4,000

○ 양수장 운영 인건비 14,000

4,000,000원*1식

7,000,000원*2개소

201 일반운영비 79,200 72,200 7,000

01 사무관리비 28,000 21,000 7,000

○ 양수물품 구입 28,0002,000,000원*14개읍면

02 공공운영비 51,200 51,200 0

○ 수리시설물 운영경비 50,000

○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1,200

50,000,000원*1식

1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0,000 1,711,000 △561,000

01 시설비 1,150,000 1,711,000 △561,000

○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100,000

○ 화산 평호 수문 설치공사

100,000

○ 화산 송계 취입보 설치공사

50,000

○ 현산 신방 포강 설치공사 70,000

○ 현산 금제 대형관정 개발공사

80,000

○ 현산 백포 양수장 설치공사

300,000

○ 현산 고담 양수장 정비공사

10,000

○ 현산 초호 보 정비공사 10,000

○ 현산 탑동 보 설치공사 10,000

○ 현산 신방 양수장 정비공사

40,000

○ 현산 탑동 포강 설치공사 40,000

○ 현산 고현 보 정비공사 30,000

○ 송지 금강 양수관로 보수공사

30,000

○ 북평 평암 포강 설치공사 70,000

○ 계곡 신기 취입보 정비공사

90,000

○ 황산 청룡 수리시설물 보수공사

10,000

○ 문내 양정 수문 정비공사 30,000

○ 화원 후포 대형관정 개발공사

80,00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2,377,000 1,363,000 1,014,000

201 일반운영비 100,000 0 100,000

01 사무관리비 100,000 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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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저수지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100,00010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277,000 1,363,000 914,000

01 시설비 2,277,000 1,363,000 914,000

○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

49,000

○ 저수지 잡목제거 150,000

○ 저수지 정밀점검 100,000

○ 토지보상비 100,000

○ 삼산 저산제 보수공사 40,000

○ 현산 향교 방수로 정비공사

10,000

○ 현산 고현제 보수공사 340,000

○ 북평 서홍저수지 제방 보수공사

5,000

○ 계곡 황죽2제 보수공사 320,000

○ 계곡 장소제 보수공사 150,000

○ 마산 외호제 보수공사 180,000

○ 마산 덕인저수지 보수공사

40,000

○ 산이 노송1제 보수공사 200,000

○ 산이 원항제 보수공사 225,000

○ 문내 송정제 보수공사 200,000

○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 168,000

3,500,000원*14개소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4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2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2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68,000,000원*1식

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전환) 700,000 1,800,000 △1,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1,800,000 △1,100,000

01 시설비 550,000 1,605,000 △1,055,000

○ 황산 송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전환)

550,000550,000,000원*1식

02 감리비 150,000 185,000 △35,000

○ 황산 송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

전환) 150,000150,000,000원*1식

농업기반정비(시군관리수리시설)(전환)(전환사업) 875,000 0 875,000

도 700,000

군 1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75,000 0 875,000

도 700,000

군 175,000

01 시설비 875,000 0 875,000

○ 황산 송호3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

225,000225,000,000원*1식

도 180,000

군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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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농업용수시설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내 충평3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

300,000300,000,000원*1식

도 240,000

군 60,000

○ 송지 마봉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

350,000350,000,000원*1식

도 280,000

군 70,000

농어촌 환경정비 1,575,000 1,500,000 75,000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전환) 1,575,000 1,500,000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5,000 1,500,000 75,000

01 시설비 1,570,000 1,496,500 73,5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

1,570,0001,57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00 3,500 1,50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전환)

5,0005,000,000원*1식

공공기관 대행사업 1,409,500 1,600,000 △190,50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259,500 1,450,000 △190,5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59,500 1,450,000 △190,5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59,500 1,450,000 △190,5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53,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지하수사후관리

284,000

○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정기수질검사

2,500

○ 현산 경수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300,000

○ 송지 군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0,000

○ 송지 해원지구 수계연결사업 송수관로 설치

공사 80,000

○ 북일 장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0,000

○ 화원 석호, 학상 송수관로 설치공사

50,000

○ 화원 산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0,000

153,000,000원*1식

284,000,000원*1식

2,5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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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경비 40,000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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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용수 개발

단위: 공공기관 대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양수장(고천암 배후지) 운영경비

40,000

○ 문내,화원 양수장 급수 운영경비

70,000

4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낙후지역 균형개발 7,238,400 8,682,700 △1,444,300

도 60,000

군 7,178,4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7,238,400 8,682,700 △1,444,300

도 60,000

군 7,178,4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178,400 8,582,700 △1,404,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178,400 8,582,700 △1,404,300

01 시설비 7,159,400 8,563,700 △1,404,300

○ 해남 고도 공터 정비공사 8,000

○ 해남 해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

○ 해남 구교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해남 온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2,000

○ 해남 수성1 마을안길 보수공사

10,000

○ 해남 학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해남 복평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해남 용정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해남 신안 마을안길 정비공사

26,000

○ 해남 송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삼산 신기 마을안길 정비공사

38,000

○ 삼산 상가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삼산 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삼산 신흥 마을안길 정비공사

44,000

○ 삼산 금산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40,000

○ 삼산 농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32,000

○ 삼산 용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3,000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4,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2,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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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용전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

○ 삼산 매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34,000

○ 화산 재동 공동작업장 정비공사

75,000

○ 화산 선창 마을안길 정비공사

56,000

○ 화산 봉저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95,000

○ 화산 관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100,000

○ 화산 사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80,000

○ 현산 일평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현산 고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현산 방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현산 경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현산 만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8,000

○ 현산 봉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현산 금제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60,000

○ 현산 초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현산 두모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

○ 현산 매화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현산 신풍 마을안길 정비공사

23,000

○ 현산 향교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

○ 송지 미야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 송지 외장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송지 송종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송지 통호 마을진입로 아스콘 정비공사

35,000

○ 송지 마봉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6,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6,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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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신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송지 산정2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6,000

○ 송지 장춘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50,000

○ 송지 방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송지 현안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

○ 송지 가차 마을안길 정비공사

18,000

○ 송지 소죽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송지 대죽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송지 삼마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20,000

○ 송지 어란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70,000

○ 북평 차경 마을안길 정비공사

72,000

○ 북평 남전 마을안길 정비공사

22,000

○ 북평 신홍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13,000

○ 북평 신홍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북평 와룡 마을안길 정비공사

43,000

○ 북평 신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4,000

○ 북평 영전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북일 용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북일 내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5,000

○ 옥천 향촌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

○ 옥천 내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옥천 거오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옥천 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옥천 다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2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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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도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

○ 옥천 호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옥천 신계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옥천 송운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옥천 영춘2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옥천 영신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옥천 팔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 옥천 백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 옥천 청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 계곡 선진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계곡 신주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계곡 반계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88,000

○ 계곡 월암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000

○ 계곡 강절 마을안길 정비공사

13,000

○ 계곡 방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마산 용반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80,000

○ 마산 신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마산 월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마산 송석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마산 대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마산 맹진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마산 고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13,000

○ 황산 시등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63,000

○ 황산 옥연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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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호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9,200

○ 황산 덕암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8,000

○ 황산 외입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 황산 춘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63,000

○ 황산 산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0,000

○ 황산 도장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8,000

○ 황산 연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7,600

○ 황산 연자 마을안길 정비공사

54,000

○ 황산 신정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5,000

○ 황산 한아 마을안길 정비공사

43,200

○ 황산 신흥 마을안길 정비공사

55,000

○ 황산 연당 마을안길 정비공사

57,000

○ 황산 삼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58,000

○ 황산 송호~만년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8,400

○ 황산 송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2,000

○ 황산 신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28,000

○ 황산 관춘 마을안길 정비공사

74,000

○ 황산 시등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5,000

○ 산이 금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4,000

○ 산이 내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산이 진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산이 신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산이 원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산이 덕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3,000

79,200,000원*1식

5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57,600,000원*1식

5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3,2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7,000,000원*1식

58,000,000원*1식

58,400,000원*1식

52,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74,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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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백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산이 건촌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2,000

○ 산이 해월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산이 금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72,000

○ 산이 외송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문내 서하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문내 심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 문내 외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문내 남하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

○ 문내 이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75,000

○ 문내 충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 문내 남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문내 송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2,000

○ 문내 선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문내 원문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문내 양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문내 신월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문내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5,000

○ 문내 남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문내 삼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문내 일정 교량 설치공사 50,000

○ 화원 신주광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화원 신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화원 마천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 화원 구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3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2,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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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원 신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화원 온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화원 척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화원 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 화원 하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화원 마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화원 매계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화원 석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화원 월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화원 인지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화원 사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화원 평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화산 신풍 공동작업장 포장공사

130,000

○ 현산 탑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0

○ 황산 관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08,000

○ 문내 무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10,000

○ 화원 청용 이면도로 정비공사

250,000

○ 화원 척북 마을안길 정비사업

150,000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8,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15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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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비보조) 60,000 0 60,000

도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도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 화산 안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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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30,000

○ 송지 사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4,481,830 4,381,094 100,736

국 3,334,300

도 422,440

군 725,090

주택행정 지원 228,580 89,523 139,057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 5,660 3,900 1,760

201 일반운영비 4,220 2,460 1,760

01 사무관리비 4,220 2,460 1,760

○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220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1,680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

―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1,200

― 인허가 도서 구입 500

70,000원*6명*4회

70,000원*6명*2회

300,000원*4건

50,000원*10권

202 여비 1,440 1,440 0

01 국내여비 1,440 1,440 0

○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1,44020,000원*2명*3일*12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222,920 85,623 137,297

201 일반운영비 1,703 1,623 80

01 사무관리비 1,703 1,623 80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1,703

― 강사료 780

― 홍보 현수막 제작 360

― 교재 인쇄비 563

390,000원*2명*1회

60,000원*6개소

150원*25쪽*150부

402 민간자본이전 221,217 84,000 137,217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1,217 84,000 137,217

○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173,098

― 다우아르미안아파트(분리수거장 설치 등)

3,449

― 백두4차아파트(분리수거장 설치 등)

23,725

― 삼우아파트(소방시설 수리 등)

20,860

― 새시대아파트(소방시설정비 등)

11,588

― 명지아파트(주차장 보수 등)

30,000

3,449,000원*1식

23,725,000원*1식

20,860,000원*1식

11,588,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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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단위: 주택행정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신금영아파트 나동(주차장 보수 등)

30,000

― 대보연립(방수 및 보안등 교체)

23,476

― 하늘연가아파트(주차장 확장보수)

30,000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48,119

― 남해파크빌(주차장 보수 등)

17,600

― 문내 궁전빌라(급수시설 교체 등)

2,631

― 화원 궁전빌라(옥상 방수)

7,888

― 행복리치빌(띠장 보수 등)

20,000

30,000,000원*1식

23,476,000원*1식

30,000,000원*1식

17,600,000원*1식

2,631,000원*1식

7,888,000원*1식

20,000,000원*1식

저소득층 주거지원 4,253,250 4,291,571 △38,321

국 3,334,300

도 422,440

군 496,510

주거급여 지원사업(임차급여) 2,643,256 1,780,356 862,900

국 2,114,605

도 264,326

군 264,325

301 일반보전금 2,643,256 1,780,356 862,900

국 2,114,605

도 264,326

군 264,32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643,256 1,780,356 862,900

○ 임차급여 2,643,2562,643,256,000원*1식

국 2,114,605

도 264,326

군 264,325

주거급여 지원사업(수선유지급여) 1,484,244 2,384,505 △900,261

국 1,187,395

도 148,424

군 148,42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84,244 2,384,505 △900,261

국 1,187,395

도 148,424

군 148,425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84,244 2,384,505 △900,261

○ 수선유지급여 1,484,2441,484,244,000원*1식

국 1,187,395

도 148,424

군 148,425

주거급여 업무 지원 3,400 4,360 △960

201 일반운영비 1,960 1,9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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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주거문화 개선(사회복지/주택)

단위: 저소득층 주거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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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 2,400 △960

01 국내여비 1,440 2,400 △960

○ 수선유지급여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

1,44020,000원*2명*3일*12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64,600 64,600 0

국 32,300

도 9,690

군 22,610

402 민간자본이전 64,600 64,600 0

국 32,300

도 9,690

군 22,61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4,600 64,6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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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00 200,000 △43,500

주거환경 지원 156,500 200,000 △43,500

주거환경 개선사업 156,500 200,000 △43,500

402 민간자본이전 156,500 200,000 △43,5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6,500 200,000 △43,5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56,500

― 화장실개량 61,500

― 빈집정비 95,000

1,500,000원*41동

1,000,000원*95동

행정운영경비(건설과) 85,296 102,864 △17,568

기본경비(건설과) 85,296 102,864 △17,568

기본경비(건설과) 22,800 25,200 △2,400

201 일반운영비 18,000 21,000 △3,000

01 사무관리비 18,000 21,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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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부서운영비(총액) 18,00018,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800 4,200 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200 6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30명)

4,800400,000원*12월

기본경비(토목팀) 23,616 27,360 △3,744

201 일반운영비 10,944 11,520 △576

01 사무관리비 10,944 11,520 △576

○ 토목팀 업무추진 급량비 10,94410,944,000원

202 여비 12,672 15,840 △3,168

01 국내여비 12,672 15,840 △3,168

○ 기본 국내여비 11,52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152

11,520,000원

1,152,000원

기본경비(농업기반조성팀) 11,232 11,232 0

201 일반운영비 4,032 4,032 0

01 사무관리비 4,032 4,032 0

○ 농업기반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7,200 7,200 0

01 국내여비 7,200 7,200 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기본경비(농업용수팀) 12,288 14,208 △1,920

201 일반운영비 4,608 4,608 0

01 사무관리비 4,608 4,608 0

○ 농촌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4,608,000원

202 여비 7,680 9,600 △1,920

01 국내여비 7,680 9,600 △1,920

○ 기본 국내여비 7,6807,680,000원

기본경비(주택행정팀) 15,360 10,656 4,704

201 일반운영비 5,760 3,456 2,304

01 사무관리비 5,760 3,456 2,304

○ 주택행정팀 업무추진 급량비 5,7605,760,000원

202 여비 9,600 7,200 2,400

01 국내여비 9,600 7,200 2,400

○ 기본 국내여비 9,600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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