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36,889,590 39,651,672 △2,762,082

국 257,000

도 3,164,737

시 33,467,853

도로망 정비 및 확충 7,999,661 13,381,690 △5,382,029

도 55,834

시 7,943,827

도로환경개선사업 5,144,661 3,598,690 1,545,971

도 55,834

시 5,088,827

도로유지관리 4,976,527 3,372,591 1,603,936

101 인건비 37,329 20,100 17,229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000 16,500 7,500

◐도로보수원 24,000

ο 작업복 4,500

ο 작업화(방수화) 2,100

ο 작업화(방한화) 4,500

ο 도로보수원 안전조끼 1,200

ο 도로보수원 방한복 4,500

ο 목욕비 7,200

150,000원*15명*2회

70,000원*15명*2회

300,000원*15명

40,000원*15명*2회

300,000원*15명

40,000원*15명*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29 3,600 9,729

◐벽골제 지하보도 청소인부임 3,600

◐택지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9,729

300,000원*12월

152,010원*4명*4일*4개월

201 일반운영비 250,785 270,785 △20,000

01 사무관리비 107,037 127,037 △20,000

◐일반수용비 20,467

ο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5,667

ο 도로보수원 사무실 관리용품 구입

1,840

ο 국공유재산관리(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2,760

ο 도로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용역관리비

3,400

ο 도로관리사무소 CCTV 용역관리비

4,800

ο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추진 2,000

◐운영수당 1,000

ο 도로관리 심의회 수당 1,000

◐급량비 10,570

ο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7,200

ο 불법노점상정비 일제단속 3,370

◐임차료 75,000

5,667,000원

1,840,000원

2,760,000원

283,330원*12개월

400,000원*12개월

2,000,000원

1,000,000원

7,200,000원

3,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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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ο 도로정비 장비 임차 3,000

ο 노면절삭기 장비 임차 3,000

ο 읍면동사무소 장비임차(제설장비)

19,000

ο 제설용 덤프차량(제2호 방조제)

18,000

ο 폭설등 제설용 장비 임차(신규지정도로 등)

25,000

ο 도로변 대형위험목 정비 7,000

3,000,000원

3,000,000원

19,000,000원

18,000,000원

25,000,000원

7,000,000원

02 공공운영비 143,748 143,748 0

◐공공요금및제세 10,330

◐연료비 3,395

◐시설장비유지비 33,465

ο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4,365

ο 벽골제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대행 용역 29,100

◐차량선박비 96,558

10,330,000원

3,395,000원

4,365,000원

29,100,000원

96,558,000원

202 여비 6,413 6,750 △337

01 국내여비 6,413 6,750 △337

◐건설행정 업무추진 6,4136,413,000원

206 재료비 391,000 391,000 0

01 재료비 391,000 391,000 0

◐설해대책 자재구입(염화칼슘) 50,000

◐설해대책 자재구입(소금) 50,000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모래) 5,000

◐친환경제설제 자재구입(액상) 49,000

◐도로정비용 제초제구입 4,000

◐도로표지판(갈매기표지판,양면)

8,000

◐포장도 응급복구용 포대 아스콘 구입

25,000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200,000

50,000,000원

100,000원*500톤

25,000원*200㎡

49,000,000원

10,000원*400병

100,000원*80개

10,000원*2,500포

200,000,000원

207 연구개발비 100,000 47,956 52,044

01 연구용역비 100,000 47,956 52,044

◐김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100,000100,000,000원

305 배상금등 7,000 7,000 0

01 배상금등 7,000 7,000 0

◐도로교통사고 피해배상금 7,0007,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4,164,000 2,389,000 1,775,000

01 시설비 4,135,488 2,372,836 1,762,652

◐도로변 제초작업 148,920150,000,000원*99.28%

- 2 -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내 주요도로 제초작업

44,514

◐파손 인도블럭 정비 198,560

◐도로관리사무소 자재창고 정비 15,000

◐법정도로 잡목제거 정비사업

29,676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공사

45,000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9,100

◐노후교량 보수공사 993,700

◐반사경 설치공사 99,100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공사

99,10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99,100

◐시설물(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98,560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52,892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72,300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공사

670,748

◐봉의제 마을앞 교량설치공사

770,118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99,100

45,000,000원*98.92%

200,000,000원*99.28%

15,000,000원

30,000,000원*98.92%

15,000,000원*3공

100,000,000원*99.1%

1,000,000,000원*99.37%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

200,000,000원*99.28%

154,000,000원*99.28%

375,000,000원*99.28%

675,000,000원*99.37%

775,000,000원*99.37%

100,000,000원*99.10%

03 시설부대비 28,512 16,164 12,348

◐도로변 제초작업 1,080

◐시내 주요도로 제초작업 486

◐파손 인도블럭 정비 1,440

◐법정도로 잡목제거 정비사업

324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00

◐노후교량 보수공사 6,300

◐반사경 설치공사 900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공사

90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900

◐시설물(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440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108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700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공사

4,252

150,000,000원*0.72%

45,000,000원*1.08%

200,000,000원*0.72%

30,000,000원*1.08%

100,000,000원*0.90%

1,000,000,000원*0.63%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200,000,000원*0.72%

154,000,000원*0.719%

375,000,000원*0.72%

675,000,000원*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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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봉의제 마을앞 교량설치공사

4,882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900

775,000,000원*0.6299%

100,000,000원*0.90%

405 자산취득비 20,000 240,000 △22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40,000 △220,000

◐굴삭기용 회전기 및 제초기 구입

20,00020,000,000원

도로유지관리(보조) 168,134 226,099 △57,965

도 55,834

시 112,300

101 인건비 14,134 14,099 35

도 9,634

시 4,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34 14,099 35

◐교통량조사 인부임 14,13414,134,000원

도 9,634

시 4,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4,000 212,000 △58,000

도 46,200

시 107,800

01 시설비 154,000 212,000 △58,000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54,000154,000,000원

도 46,200

시 107,800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855,000 9,783,000 △6,928,000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2,855,000 9,783,000 △6,92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55,000 9,783,000 △6,928,000

01 시설비 2,841,860 9,735,634 △6,893,774

◐백산면 중조마을 옹벽설치공사

150,000

◐용지면 구암리 거복마을 포장 및 배수로공사

130,000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98,560

◐공덕면 명천~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

347,480

◐공덕면 면도 104호선 옹벽설치공사

150,000

◐청하면 거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0

◐성덕면 농도3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397,120

◐성덕면 옥동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297,840

15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99.28%

350,000,000원*99.28%

150,000,000원

200,000,000원

400,000,000원*99.28%

300,000,000원*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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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397,120

◐봉남면 상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73,740

◐금산면 황곡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400,000

400,000,000원*99.28%

175,000,000원*99.28%

4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3,140 47,366 △34,226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440

◐공덕면 명천~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520

◐성덕면 농도3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2,880

◐성덕면 옥동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2,160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2,880

◐봉남면 상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260

200,000,000원*0.72%

35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3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175,000,000원*0.72%

농업경쟁력강화 23,038,306 19,050,022 3,988,284

국 257,000

도 2,599,140

시 20,182,166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16,940,204 10,321,610 6,618,594

국 257,000

도 1,609,500

시 15,073,704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2,153,954 2,497,360 △343,406

101 인건비 3,000 2,000 1,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2,000 1,000

◐강정,우산마을 양수장 유지관리(2개소)

3,0003,000,000원

201 일반운영비 251,360 401,360 △150,000

01 사무관리비 251,360 401,360 △150,000

◐일반수용비 660

ο 농업용수 수질검사 660

◐급량비 2,700

ο 한해대책 업무추진 2,700

◐임차료 248,000

ο 용배수로 준설 199,000

ο 농수로내 수초제거 49,000

110,000원*6공

2,700,000원

199,000,000원

49,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400,000 0

01 시설비 399,100 399,100 0

◐농업기반시설(수리시설) 유지관리

99,100100,000,000원*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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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00,000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용역

100,000

200,000,000원

1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900 900 0

◐농업기반시설(수리시설) 유지관리

900100,000,000원*0.9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99,594 1,684,000 △184,406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99,594 1,684,000 △184,406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시비부담분)

404,594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1,000,000

◐만경읍 문화마을 압송관 설치 50,000

◐광활면 옥포리 소형양수장 설치

45,000

404,594,000원

1,000,000,000원

50,000,000원

45,000,000원

농로포장공사 5,616,000 1,850,000 3,76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616,000 1,850,000 3,766,000

01 시설비 5,576,938 1,835,996 3,740,942

◐농로 유지관리 496,400

◐만경읍 창자 농로포장공사

29,676

◐만경읍 소토 농로포장공사 188,000

◐백산면 상정돌제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99,100

◐용지면 용와수 농로포장공사 외 1건

94,145

◐백구면 공술지구 농로포장공사

39,568

◐백구면 석담지구 농로포장공사

127,078

◐백구면 영상 농로포장공사 외 2건

86,000

◐부량면 대장뜰 농로포장공사

99,100

◐부량면 대신~제월간 농로포장공사

136,014

◐부량면 신정뒷뜰 농로포장공사

62,433

◐부랑면 대장~신성간 농로포장공사

150,906

◐부량면 신두리 농로포장공사

69,370

◐공덕면 중촌 농로포장공사

99,100

◐공덕면 양반 농로포장공사

99,100

500,000,000원*99.28%

30,000,000원*98.92%

188,000,000원

100,000,000원*99.10%

95,000,000원*99.10%

40,000,000원*98.92%

128,000,000원*99.279%

86,000,000원

100,000,000원*99.10%

137,000,000원*99.28%

63,000,000원*99.10%

152,000,000원*99.28%

7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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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덕면 상조 농로포장공사

99,100

◐공덕면 저산뜰 농로포장공사

99,100

◐공덕면 농장 농로포장공사

99,100

◐공덕~청하 접경지 농로포장공사

200,000

◐청하면 척산마을 농로포장공사

89,190

◐청하면 동지산리 농로포장공사

100,000

◐성덕면 도하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건

84,235

◐진봉면 상수내지구 농로포장공사

49,460

◐진봉면 하수내지구 농로포장공사

99,100

◐진봉면 해망지구 농로포장공사

119,136

◐진봉면 중앙지구 농로포장공사

29,676

◐진봉면 전선마을 농로포장공사

190,000

◐진봉면 신흥지구 농로포장공사

49,460

◐봉남면 내광리 농로포장공사

89,190

◐봉남면 봉서 농로포장공사

79,280

◐봉남면 용신리 농로포장공사

60,451

◐봉남면 평사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148,920

◐봉남면 화봉리 농로포장공사

99,100

◐금산면 율리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46,492

◐금산면 신흥마을 농로포장공사

49,460

◐광활면 화양2구마을 농로확장공사

49,460

◐광활면 용지마을 농로확장공사

69,370

◐광활면 구복마을 농로포장공사

129,064

◐신풍동 오정지구 농로포장공사

198,560

◐서정동 농로포장공사 253,164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200,000,000원

90,000,000원*99.10%

100,000,000원

85,000,000원*99.10%

50,000,000원*98.92%

100,000,000원*99.1%

120,000,000원*99.28%

30,000,000원*98.92%

190,000,000원

50,000,000원*98.92%

90,000,000원*99.10%

80,000,000원*99.10%

61,000,000원*99.10%

15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

47,000,000원*98.9188%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70,000,000원*99.10%

130,000,000원*99.28%

200,000,000원*99.28%

255,000,000원*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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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월지구 농로포장공사

198,560

◐신풍동 월성지구 농로포장공사

248,200

◐백학동 농로포장 및 인도포장공사

114,172

◐검산동 대검산 농로포장공사 40,000

◐교월동 리문지구 농로포장공사

95,136

◐교월동 우독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142,964

◐교월동 갈공지구 농로포장공사

59,460

◐교월동 복죽지구 농로포장공사

109,208

◐교월동 죽절지구 농로포장공사

113,180

200,000,000원*99.28%

250,000,000원*99.28%

115,000,000원*99.28%

40,000,000원

96,000,000원*99.10%

144,000,000원*99.28%

60,000,000원*99.10%

110,000,000원*99.28%

114,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39,062 14,004 25,058

◐농로 유지관리 3,600

◐만경읍 창자 농로포장공사

324

◐백산면 상정돌제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900

◐용지면 용와수 농로포장공사 외 1건

855

◐백구면 공술지구 농로포장공사

432

◐백구면 석담지구 농로포장공사

922

◐부량면 대장뜰 농로포장공사

900

◐부량면 대신~제월간 농로포장공사

986

◐부량면 신정뒷뜰 농로포장공사

567

◐부랑면 대장~신성간 농로포장공사

1,094

◐부량면 신두리 농로포장공사

630

◐공덕면 중촌 농로포장공사

900

◐공덕면 양반 농로포장공사

900

◐공덕면 상조 농로포장공사

900

◐공덕면 저산뜰 농로포장공사

900

◐공덕면 농장 농로포장공사

900

500,000,000원*0.72%

30,000,000원*1.08%

100,000,000원*0.90%

95,000,000원*0.9%

40,000,000원*1.08%

128,000,000원*0.72%

100,000,000원*0.90%

137,000,000원*0.71899%

63,000,000원*0.90%

152,000,000원*0.7197%

7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

100,000,000원*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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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청하면 척산마을 농로포장공사

810

◐성덕면 도하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건

765

◐진봉면 상수내지구 농로포장공사

540

◐진봉면 하수내지구 농로포장공사

900

◐진봉면 해망지구 농로포장공사

864

◐진봉면 중앙지구 농로포장공사

324

◐진봉면 신흥지구 농로포장공사

540

◐봉남면 내광리 농로포장공사

810

◐봉남면 봉서 농로포장공사

720

◐봉남면 용신리 농로포장공사

549

◐봉남면 평사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1,080

◐봉남면 화봉리 농로포장공사

900

◐금산면 율리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508

◐금산면 신흥마을 농로포장공사

540

◐광활면 화양2구마을 농로확장공사

540

◐광활면 용지마을 농로확장공사

630

◐광활면 구복마을 농로포장공사

936

◐신풍동 오정지구 농로포장공사

1,440

◐서정동 농로포장공사 1,836

◐신월지구 농로포장공사 1,440

◐신풍동 월성지구 농로포장공사

1,800

◐백학동 농로포장 및 인도포장공사

828

◐교월동 리문지구 농로포장공사

864

◐교월동 우독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1,036

◐교월동 갈공지구 농로포장공사

540

90,000,000원*0.90%

85,000,000원*0.9%

50,000,000원*1.08%

100,000,000원*0.9%

120,000,000원*0.72%

30,000,000원*1.08%

50,000,000원*1.08%

90,000,000원*0.90%

80,000,000원*0.90%

61,000,000원*0.90%

150,000,000원*0.72%

100,000,000원*0.9%

47,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70,000,000원*0.90%

13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255,000,000원*0.72%

200,000,000원*0.72%

250,000,000원*0.72%

115,000,000원*0.72%

96,000,000원*0.90%

144,000,000원*0.7189%

60,000,000원*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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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월동 복죽지구 농로포장공사

792

◐교월동 죽절지구 농로포장공사

820

110,000,000원*0.72%

114,000,000원*0.719%

배수개선사업 5,795,000 4,325,000 1,4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795,000 4,325,000 1,470,000

01 시설비 5,757,041 4,290,962 1,466,079

◐구거유지관리 496,400

◐만경읍 송상리 용수로 개거사업

75,316

◐만경읍 상리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1건

117,150

◐만경읍 장산 용수로 개거사업

69,370

◐만경읍 토정 용수로 개거사업

61,442

◐만경읍 몽산~대덕간 배수로공사

220,000

◐죽산면 원기 배수로 정비공사

107,222

◐죽산면 유호 배수로 정비공사

94,145

◐죽산면 내촌 배수로 정비공사

59,460

◐죽산면 연포리 배수로 정비공사

59,460

◐죽산면 오봉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99,100

◐죽산면 옥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백산면 부석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백산면 상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백산면 당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백산면 자학마을 옹제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용지면 와룡리 거복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4,622

◐용지면 장신리 신교농원 배수로 정비사업

37,590

◐용지면 예촌지구 배수개선사업

297,840

◐용지면 사산지구 용수로 개거사업

39,568

◐용지면 신정리 신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2,000

500,000,000원*99.28%

76,000,000원*99.10%

118,000,000원*99.279%

70,000,000원*99.10%

62,000,000원*99.10%

220,000,000원

108,000,000원*99.279%

95,000,000원*99.10%

60,000,000원*99.10%

6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85,000,000원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

150,000,000원

35,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00,000,000원*99.28%

40,000,000원*98.92%

15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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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백구면 신모마을 배수로공사 외 2건

79,280

◐백구면 수룡귀지 배수로공사

220,402

◐공덕면 공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청하면 월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

94,145

◐청하면 대신마을 용수로 개거정비사업

69,370

◐청하면 내신마을 용수로 개거정비사업

54,505

◐청하면 신금마을 배수로공사

129,064

◐청하면 내신~대신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만경 하리~청하 월송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성덕면 고현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49,460

◐성덕면 석동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91,172

◐성덕면 도하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74,325

◐성덕면 소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116,158

◐성덕면 탄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79,280

◐성덕면 상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63,424

◐진봉면 옥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

129,064

◐금구면 산동~낙성리 앞뜰 중앙배수로 개거설

치공사 193,596

◐금구면 용복리 하천마을 앞뜰 개거설치공사

외 1건 99,100

◐금구면 용복리 배수개선사업

99,100

◐봉남면 등용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00,000

◐황산면 의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6,487

◐황산면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82,253

◐황산면 두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123,108

◐황산면 매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4,505

80,000,000원*99.1%

222,000,000원*99.28%

200,000,000원

95,000,000원*99.1%

70,000,000원*99.10%

55,000,000원*99.10%

130,000,000원*99.28%

20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98.92%

92,000,000원*99.10%

75,000,000원*99.10%

117,000,000원*99.28%

80,000,000원*99.10%

64,000,000원*99.10%

130,000,000원*99.28%

195,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

100,000,000원

57,000,000원*99.10%

83,000,000원*99.10%

124,000,000원*99.28%

55,000,000원*99.10%

- 11 -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산면 쌍용,성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64,415

◐금산면 용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148,920

◐금산면 용반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

50,000

◐광활면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9,460

◐광활면 화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흥사동 배수개선사업 39,568

◐순동 배수개선사업 76,307

◐검산동 대리마을 배수개선공사 외 1건

39,568

◐검산동 대검산 배수개선사업

148,920

65,000,000원*99.10%

150,000,000원*99.28%

50,000,000원

6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40,000,000원*98.92%

77,000,000원*99.10%

40,000,000원*98.92%

150,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37,959 34,038 3,921

◐구거유지관리 3,600

◐만경읍 송상리 용수로 개거사업

684

◐만경읍 상리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1건

850

◐만경읍 장산 용수로 개거사업

630

◐만경읍 토정 용수로 개거사업

558

◐죽산면 원기 배수로 정비공사

778

◐죽산면 유호 배수로 정비공사

855

◐죽산면 내촌 배수로 정비공사

540

◐죽산면 연포리 배수로 정비공사

540

◐죽산면 오봉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900

◐백산면 부석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900

◐백산면 상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900

◐백산면 당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00

◐용지면 와룡리 거복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78

◐용지면 장신리 신교농원 배수로 정비사업

410

◐용지면 예촌지구 배수개선사업

2,160

500,000,000원*0.72%

76,000,000원*0.90%

118,000,000원*0.72%

70,000,000원*0.90%

62,000,000원*0.90%

108,000,000원*0.72%

95,000,000원*0.90%

60,000,000원*0.90%

6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

35,000,000원*1.08%

38,000,000원*1.078%

30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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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용지면 사산지구 용수로 개거사업

432

◐백구면 신모마을 배수로공사 외 2건

720

◐백구면 수룡귀지 배수로공사

1,598

◐청하면 월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

855

◐청하면 대신마을 용수로 개거정비사업

630

◐청하면 내신마을 용수로 개거정비사업

495

◐청하면 신금마을 배수로공사

936

◐성덕면 고현마을 용수로개거공사

540

◐성덕면 석동마을 용수로개거공사

828

◐성덕면 도하마을 용수로개거공사

675

◐성덕면 소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842

◐성덕면 탄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720

◐성덕면 상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576

◐진봉면 옥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

936

◐금구면 산동~낙성리 앞뜰 중앙배수로 개거설

치공사 1,404

◐금구면 용복리 하천마을 앞뜰 개거설치공사

900

◐금구면 용복리 배수개선사업

900

◐황산면 의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13

◐황산면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747

◐황산면 두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892

◐황산면 매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95

◐금산면 쌍용,성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85

◐금산면 용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080

◐광활면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40

40,000,000원*1.08%

80,000,000원*0.9%

222,000,000원*0.7198%

95,000,000원*0.90%

70,000,000원*0.90%

55,000,000원*0.90%

130,000,000원*0.72%

50,000,000원*1.08%

92,000,000원*0.90%

75,000,000원*0.90%

117,000,000원*0.7189%

80,000,000원*0.90%

64,000,000원*0.90%

130,000,000원*0.72%

195,000,000원*0.72%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

57,000,000원*0.90%

83,000,000원*0.9%

124,000,000원*0.719%

55,000,000원*0.90%

65,000,000원*0.90%

150,000,000원*0.72%

60,000,000원*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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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활면 화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00

◐흥사동 배수개선사업 432

◐순동 배수개선사업 693

◐검산동 대리마을 배수개선공사 외1건

432

◐검산동 대검산 배수개선사업

1,080

100,000,000원*0.90%

40,000,000원*1.08%

77,000,000원*0.90%

40,000,000원*1.08%

150,000,000원*0.72%

배수개선사업(보조) 682,000 0 682,000

도 341,000

시 34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82,000 0 682,000

도 341,000

시 341,000

01 시설비 682,000 0 682,000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682,000682,000,000원

도 341,000

시 341,000

한발대비용수개발(보조) 321,250 321,250 0

국 257,000

시 64,25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1,250 321,250 0

국 257,000

시 64,250

01 시설비 321,250 318,937 2,313

◐한발대비 용수개발 321,250321,250,000원

국 257,000

시 64,25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 428,000 428,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8,000 428,000 0

01 시설비 424,919 424,919 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24,919428,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3,081 3,081 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81428,000,000원*0.719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00,000 5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0

01 시설비 496,400 496,400 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96,400500,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3,600 3,600 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60050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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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보조) 75,000 100,000 △25,000

도 37,500

시 3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 100,000 △25,000

도 37,500

시 37,500

01 시설비 75,000 100,000 △25,000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개발사업

75,00075,000,000원

도 37,500

시 37,500

밭기반 정비사업(보조) 739,000 0 739,000

도 665,000

시 7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39,000 0 739,000

도 665,000

시 74,000

01 시설비 739,000 0 739,000

◐공덕면 송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739,000739,000,000원

도 665,000

시 74,000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보조) 630,000 0 630,000

도 566,000

시 6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30,000 0 630,000

도 566,000

시 64,000

01 시설비 630,000 0 630,000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사업(부량 대평,죽산

서포) 630,000630,000,000원

도 566,000

시 64,000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4,898,102 5,995,412 △1,097,310

도 29,640

시 4,868,462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전환사업) 4,656,000 3,881,430 774,57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56,000 3,881,430 774,570

01 시설비 4,643,428 3,870,950 772,47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부량,청하,황산,광활)

4,643,4284,656,000,000원*99.72998%

03 시설부대비 12,572 10,480 2,09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부량,청하,황산,광활)

12,5724,656,000,000원*0.27%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65,820 65,8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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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9,000 9,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0 9,000 0

◐테마공원 제초 인부임 5,000

◐테마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4,000

5,000,000원

4,000,000원

201 일반운영비 6,820 6,820 0

02 공공운영비 6,820 6,820 0

◐공공요금및제세 6,820

ο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6,8206,82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01 시설비 49,460 49,460 0

◐만경능제 테마공원 보수사업

49,46050,000,000원*98.92%

03 시설부대비 540 540 0

◐만경능제 테마공원 보수사업

54050,000,000원*1.08%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109,592 109,592 0

201 일반운영비 9,592 9,592 0

02 공공운영비 9,592 0 9,592

◐권역단위종합개발 수선유지 9,5929,592,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99,100 99,100 0

◐권역단위종합개발 유지관리사업

99,100100,000,000원*99.1%

03 시설부대비 900 900 0

◐권역단위종합개발 유지관리사업

900100,000,000원*0.9%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사업(보조) 66,690 0 66,690

도 29,640

시 37,050

401 시설비및부대비 66,690 0 66,690

도 29,640

시 37,050

01 시설비 66,690 0 66,690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사업(수류권

역) 31,50031,500,000원

도 14,000

시 17,500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사업(두월천

노을권역) 35,19035,190,000원

도 15,640

시 19,55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200,000 2,733,000 △1,533,000

도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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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40,000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보조) 1,200,000 733,000 467,000

도 960,000

시 2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0 733,000 467,000

도 960,000

시 240,000

01 시설비 1,195,680 728,383 467,297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1,195,6801,200,000,000원*99.64%

도 956,544

시 239,136

03 시설부대비 4,320 4,617 △297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4,3201,200,000,000원*0.36%

도 3,456

시 864

소규모생활환경정비 5,827,203 7,192,000 △1,364,797

도 509,763

시 5,317,440

지역개발사업 5,827,203 7,192,000 △1,364,797

도 509,763

시 5,317,440

주민숙원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 2,100,000 2,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00,000 2,100,000 0

01 시설비 2,079,613 2,077,649 1,964

◐만경읍 대동 및 장산 배수로 설치공사

34,622

◐만경읍 율리 농로포장공사

32,644

◐만경읍 대죽 농로포장공사

31,655

◐죽산면 죽동 배수로 정비공사

30,666

◐죽산면 가칠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35,612

◐죽산면 자고 외 2개소 옹벽 및 배수로 공사

32,644

◐백산면 상정~요교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

사 29,676

◐백산면 중조 농로포장 및 옹벽 설치공사

39,568

◐백산면 하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용지면 신정리 신리마을 안길 외 1개소 아스

콘포장공사 34,622

◐용지면 장신리 신교농원마을 아스콘포장공사

35,612

35,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1,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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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외 1개소 아스콘포장

공사 28,687

◐용지면 예촌지구 농로포장공사 38,000

◐용지면 신정리 신흥마을 안길 수로관 설치공

사 27,000

◐백구면 토끼재 농로포장공사

37,590

◐백구면 득자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38,579

◐백구면 앞돌수 외 1개소 배수로공사

22,752

◐부량면 신성앞뜰 외 1개소 수로관 설치공사

25,720

◐부량면 대성~금화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7,590

◐부량면 고잔마을 농로포장공사

35,612

◐공덕면 송정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3,633

◐공덕면 지수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2,644

◐공덕면 상조 배수로 정비공사

32,644

◐청하면 신금마을 농로포장공사

37,590

◐청하면 관동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29,676

◐청하면 동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1,655

◐성덕면 남포5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1,655

◐성덕면 모산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33,633

◐성덕면 모산마을 농로포장공사

33,633

◐진봉면 가실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29,676

◐진봉면 고사지구 농로포장공사

39,568

◐진봉면 정동지구 농로포장공사

29,676

◐금구면 연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4,730

◐금구면 광현마을 배수개선공사

24,730

◐금구면 개전마을 배수개선공사

24,730

◐금구면 봉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4,730

29,000,000원*98.92%

38,000,000원

27,000,000원

38,000,000원*98.92%

39,000,000원*98.92%

23,000,000원*98.92%

26,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34,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4,000,000원*98.92%

34,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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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봉남면 행촌리 배수로 정비사업

19,784

◐봉남면 회성리 농로포장공사

47,482

◐봉남면 평사리 농로포장공사

31,655

◐황산면 신기마을 외 1개소 농배수로 설치공사

36,601

◐황산면 마산마을 외 1개소 농배수로 설치공사

26,709

◐황산면 문수마을 포장공사

35,612

◐금산면 하운마을 소하천외 1개소 농배수로 설

치공사 29,676

◐금산면 양지마을 외 1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34,622

◐금산면 용복마을 외 1개소 농로확포장공사

34,622

◐광활면 용신마을 농로포장공사

34,622

◐광활면 학당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광활면 용지마을 농로포장공사

24,730

◐요촌동 흥사동 배수로 공사

25,720

◐요촌동 서암동 배수로 개설공사

29,676

◐요촌동 수곡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43,525

◐신풍동 동도 및 와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44,514

◐신풍동 복흥마을 옹벽 및 포장공사

39,568

◐신풍동 만석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14,838

◐검산동 부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64,415

◐검산동 양지~포내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7,806

◐검산동 용곳마을 및 순동 정비공사

16,817

◐교월동 명덕지구 외 1개소 아스콘포장공사

46,493

◐교월동 제월지구 아스콘포장 및 옹벽공사

39,568

◐교월동 입석지구 배수로공사

12,860

20,000,000원*98.92%

48,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7,000,000원*98.92%

27,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26,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4,000,000원*98.92%

45,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15,000,000원*98.92%

65,000,000원*99.10%

18,000,000원*98.92%

17,000,000원*98.92%

47,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13,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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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월동 복죽동 우독마을 농로포장공사

48,000

◐교월동 연종동 경제마을 배수로공사

35,000

◐교월동 월봉동 봉월마을 배수로공사

17,000

◐신월동 농로포장공사 35,000

48,000,000원

35,000,000원

17,000,000원

35,000,000원

03 시설부대비 20,387 22,351 △1,964

◐만경읍 대동 및 장산 배수로 설치공사

378

◐만경읍 율리 농로포장공사

357

◐만경읍 대죽 농로포장공사

346

◐죽산면 죽동 배수로 정비공사

330

◐죽산면 가칠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389

◐죽산면 자고외 2개소 옹벽 및 배수로 공사

357

◐백산면 상정~요교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

사 324

◐백산면 중조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432

◐백산면 하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24

◐용지면 신정리 신리마을 안길 외 1개소 포장

공사 378

◐용지면 장신리 신교농원마을 아스콘포장공사

389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외 1개소 아스콘포장

공사 314

◐백구면 토끼재 농로포장공사

411

◐백구면 득자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422

◐백구면 앞돌수 외 1개소 배수로 공사

249

◐부량면 신성앞뜰 외 1개소 수로관 설치공사

281

◐부량면 대성~금화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411

◐부량면 고잔마을 농로포장공사

383

◐공덕면 송정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68

◐공덕면 지수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57

35,000,000원*1.08%

33,000,000원*1.08%

32,000,000원*1.08%

31,000,000원*1.062%

36,000,000원*1.08%

33,000,000원*1.08%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0,000,000원*1.08%

35,000,000원*1.08%

36,000,000원*1.08%

29,000,000원*1.08%

38,000,000원*1.08%

39,000,000원*1.08%

23,000,000원*1.08%

26,000,000원*1.08%

38,000,000원*1.08%

36,000,000원*1.062%

34,000,000원*1.08%

33,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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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공덕면 상조 배수로 정비공사

357

◐청하면 신금마을 농로포장공사

411

◐청하면 관동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324

◐청하면 동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46

◐성덕면 남포5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346

◐성덕면 모산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368

◐성덕면 모산마을 농로포장공사

368

◐진봉면 가실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324

◐진봉면 고사지구 농로포장공사

432

◐진봉면 정동지구 농로포장공사

324

◐금구면 연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70

◐금구면 광현마을 배수개선공사

270

◐금구면 개전마을 배수개선공사

270

◐금구면 봉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70

◐봉남면 행촌리 배수로 정비사업

216

◐봉남면 회성리 농로포장공사

519

◐봉남면 평사리 농로포장공사

346

◐황산면 신기마을 외 1개소 농배수로 설치공사

400

◐황산면 마산마을 외 1개소 농배수로 설치공사

292

◐황산면 문수마을 포장공사

411

◐금산면 하운마을 소하천 외 1개소 복개공사

324

◐금산면 양지마을 외 1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378

◐금산면 용복마을 외 1개소 농로확포장공사

378

◐광활면 용신마을 농로포장공사

378

33,000,000원*1.08%

38,000,000원*1.08%

30,000,000원*1.08%

32,000,000원*1.08%

32,000,000원*1.08%

34,000,000원*1.08%

34,000,000원*1.08%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0,000,000원*1.08%

25,000,000원*1.08%

25,000,000원*1.08%

25,000,000원*1.08%

25,000,000원*1.08%

20,000,000원*1.08%

48,000,000원*1.08%

32,000,000원*1.08%

37,000,000원*1.08%

27,000,000원*1.08%

38,000,000원*1.08%

30,000,000원*1.08%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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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활면 학당마을 농로확포장공사

432

◐광활면 용지마을 농로포장공사

270

◐요촌동 흥사동 배수로 공사

281

◐요촌동 서암동 배수로 개설공사

324

◐요촌동 수곡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476

◐신풍동 동도 및 와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486

◐신풍동 복흥마을 옹벽 및 포장공사

432

◐신풍동 만석마을 아스콘포장공사

162

◐검산동 부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85

◐검산동 양지~포내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52

◐검산동 용곳마을 및 순동 정비공사

184

◐교월동 명덕지구외 1개소 아스콘포장공사

508

◐교월동 제월지구 아스콘 및 옹벽공사

432

◐교월동 입석지구 배수로공사

141

40,000,000원*1.08%

25,000,000원*1.08%

26,000,000원*1.08%

30,000,000원*1.08%

44,000,000원*1.08%

45,000,000원*1.08%

40,000,000원*1.08%

15,000,000원*1.08%

65,000,000원*0.90%

18,000,000원*0.84%

17,000,000원*1.08%

47,000,000원*1.08%

40,000,000원*1.08%

13,000,000원*1.08%

주민숙원사업(지역밀착형주민참여)(보조) 637,203 492,000 145,203

도 509,763

시 127,440

401 시설비및부대비 637,203 492,000 145,203

도 509,763

시 127,440

01 시설비 637,203 486,697 150,506

◐부용1길 아스콘 포장 20,00020,000,000원

도 16,000

시 4,000

◐궁지 및 요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신교농원 농로 배수 설치공사 13,20013,200,000원

도 10,560

시 2,640

◐송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4,00034,000,000원

도 27,200

시 6,800

- 22 -



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상목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6,40036,400,000원

도 29,120

시 7,280

◐만경 신덕마을 앞 농로 포장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수교농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영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6,00026,000,000원

도 20,800

시 5,200

◐상모 안길 확장사업 36,20036,200,000원

도 28,960

시 7,240

◐제월 농로포장공사 30,17230,172,000원

도 24,138

시 6,034

◐공덕면 덕광 농로포장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청하면 구장산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성덕면 묘라 외 2개소 농로포장

33,40233,402,000원

도 26,722

시 6,680

◐고사마을 농로포장공사 34,40034,400,000원

도 27,520

시 6,880

◐분토(장평) 농로포장공사 20,00020,000,000원

도 16,000

시 4,000

◐정농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

사 19,20019,200,000원

도 15,360

시 3,840

◐금산면 은곡마을 농로포장공사 36,82936,829,000원

도 29,463

시 7,366

◐선진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난봉동 농로포장공사 21,00021,000,000원

도 16,800

시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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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양전동 용두마을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부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9,40019,400,000원

도 15,520

시 3,880

◐대덕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7,00017,000,000원

도 13,600

시 3,400

◐교월동 가작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

30,00030,000,000원

도 24,000

시 6,000

지역 활성화사업 3,090,000 2,700,000 3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90,000 2,700,000 390,000

01 시설비 3,065,585 2,677,266 388,319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200,000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98,560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97,120

◐만경읍 율리 농로포장공사

39,568

◐만경읍 소토 및 내죽 농로포장공사

34,622

◐만경읍 상리 농로포장공사

24,730

◐죽산면 복덕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9,784

◐죽산면 삼진~영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9,568

◐죽산면 명량 2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백산면 복지~양청 아스콘포장공사

49,460

◐백산면 황경~소음방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용지면 용암리 모산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33,633

◐용지면 봉의리 신사마을 농로 및 아스콘포장

공사 30,666

◐용지면 예촌리 예촌마을 안길 외 2개소 포장

공사 34,622

◐백구면 신모 농로포장공사

99,100

◐부량면 신양앞뜰 배수로 개선사업

76,307

200,000,000원

200,000,000원*99.28%

400,000,000원*99.28%

4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34,000,000원*98.92%

31,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100,000,000원*99.10%

77,000,000원*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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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량면 신신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22,752

◐공덕면 남계 농로포장공사

99,100

◐청하면 월송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청하면 관상마을 농로포장공사

27,698

◐청하면 대신마을 농로포장공사

31,655

◐성덕면 묘라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99,100

◐성덕면 두모동 농로확포장공사 40,000

◐진봉면 상궐지구 농로포장공사

49,460

◐진봉면 정서~부동지구 농로포장공사

39,568

◐진봉면 정동지구 농로포장공사

9,892

◐금구면 봉림마을 농로포장공사

45,504

◐금구면 정농마을 농로포장공사

53,417

◐봉남면 신호리 농로포장공사

49,460

◐봉남면 대송리 농로포장공사

49,460

◐봉남면 평사리 농로포장공사 50,000

◐황산면 매산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6,487

◐황산면 하목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42,536

◐금산면 청도마을 안길 포장공사

49,460

◐금산면 회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49,460

◐금산면 청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0

◐광활면 용신~용평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99,100

◐요촌동 흥복마을 옹벽 및 농로 포장공사

49,460

◐요촌동 후초암 마을 옹벽 설치공사

49,460

◐신풍동 난봉지구 농로포장공사

99,100

◐검산동 원순동 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99,100

23,000,000원*98.92%

100,000,000원*99.10%

40,000,000원*98.92%

28,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100,000,000원*99.10%

40,000,000원

5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10,000,000원*98.92%

46,000,000원*98.92%

54,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

57,000,000원*99.10%

43,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200,000,000원

100,000,000원*99.10%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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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월동 장화동 후장마을 아스콘포장

39,568

◐교월동 입석동 동두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교월동 제월동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

19,784

◐성덕면 모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99,100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100,000,000원*99.10%

03 시설부대비 24,415 22,734 1,681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440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880

◐만경읍 율리 농로포장공사

432

◐만경읍 소토 및 내죽 농로포장공사

378

◐만경읍 상리 농로포장공사

270

◐죽산면 복덕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16

◐죽산면 삼진~영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32

◐죽산면 명량 2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32

◐백산면 복지~양청 아스콘포장공사

540

◐백산면 황경~소음방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540

◐용지면 모산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367

◐용지면 봉의리 신사마을 농로 및 아스콘포장

공사 334

◐용지면 예촌리 예촌마을 안길 외 2개소 포장

공사 378

◐백구면 신모 농로포장공사

900

◐부량면 신양앞뜰 배수로 개선사업

693

◐부량면 신신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248

◐공덕면 남계 농로포장공사

900

◐청하면 월송마을 농로포장공사

432

◐청하면 관상마을 농로포장공사

302

◐청하면 대신마을 농로포장공사

345

2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40,000,000원*1.08%

35,000,000원*1.08%

25,000,000원*1.08%

20,000,000원*1.08%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34,000,000원*1.0778%

31,000,000원*1.0774%

35,000,000원*1.08%

100,000,000원*0.90%

77,000,000원*0.90%

23,000,000원*1.0778%

100,000,000원*0.90%

40,000,000원*1.08%

28,000,000원*1.0778%

32,000,000원*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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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성덕면 묘라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900

◐진봉면 상궐지구 농로포장공사

540

◐진봉면 정서~부동지구 농로포장공사

432

◐진봉면 정동지구 농로포장공사

108

◐금구면 봉림마을 농로포장공사

496

◐금구면 정농마을 농로포장공사

583

◐봉남면 신호리 농로포장공사

540

◐봉남면 대송리 농로포장공사

540

◐황산면 매산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13

◐황산면 하목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464

◐금산면 청도마을 안길 포장공사

540

◐금산면 회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540

◐광활면 용신~용평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900

◐요촌동 흥복마을 옹벽 및 농로 포장공사

540

◐요촌동 후초암 마을 옹벽 설치공사

540

◐신풍동 난봉지구 농로포장공사

900

◐검산동 원순동 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900

◐교월동 장화동 후장마을 아스콘포장공사

432

◐교월동 입석동 동두마을 농로포장공사

432

◐교월동 제월동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

216

◐성덕면 모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900

100,000,000원*0.90%

50,000,000원*1.08%

40,000,000원*1.08%

10,000,000원*1.08%

46,000,000원*1.0778%

54,000,000원*1.077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7,000,000원*0.90%

43,000,000원*1.077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100,000,000원*0.90%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20,000,000원*1.08%

100,000,000원*0.90%

행정운영경비(건설과) 24,420 27,960 △3,540

기본경비(건설과) 24,420 27,960 △3,540

기본경비(건설과) 24,420 27,960 △3,540

202 여비 19,200 22,800 △3,600

01 국내여비 19,200 22,8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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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종합출장여비 19,200100,000원*16명*12월

203 업무추진비 5,220 5,160 6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 5,160 60

◐건설과 5,220435,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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