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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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32,270,996 30,665,311 1,605,685

국 397,000

지 5,507,000

도 414,384

시 25,952,612

도로망 정비 및 확충 9,681,754 6,377,965 3,303,789

국 75,000

도 12,098

시 9,594,656

도로환경개선사업 5,381,754 3,477,965 1,903,789

국 75,000

도 12,098

시 5,294,656

도로유지관리 5,191,794 3,468,599 1,723,195

101 인건비 13,600 50,205 △36,605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200 11,200 0

◐도로보수원 11,200

ο 작업복 1,400

ο 작업화(방수화) 1,960

ο 도로보수원 안전조끼 1,120

ο 목욕비 6,720

50,000원*14명*2회

70,000원*14명*2회

40,000원*14명*2회

40,000원*14명*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 39,005 △36,605

◐도로유지관리 2,400200,000원*12월

201 일반운영비 226,194 167,694 58,500

01 사무관리비 78,000 54,000 24,000

◐일반수용비 13,000

ο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6,000

ο 도로보수원 사무실 관리용품 구입

2,000

ο 국공유재산관리(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3,000

ο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 추진 2,000

◐운영수당 2,000

ο 도로관리 심의회 수당 2,000

◐급량비 11,000

ο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7,500

ο 불법노점상정비 일제단속 3,500

◐임차료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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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7,500,000원

3,5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19,000,000원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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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ο 폭설등 제설용 장비 임차(신규지정도로등)

9,0009,000,000원

02 공공운영비 148,194 113,694 34,500

◐공공요금및제세 10,650

◐연료비 3,500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4,500

◐차량선박비 99,544

◐벽골제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

리 대행 용역 30,000

10,650,000원

3,500,000원

4,500,000원

99,544,000원

30,000,000원

202 여비 7,500 7,000 500

01 국내여비 7,500 7,000 500

◐건설행정 업무추진 7,5007,500,000원

206 재료비 327,000 357,500 △30,500

01 재료비 327,000 357,500 △30,500

◐설해대책 자재구입(염화칼슘) 50,000

◐설해대책 자재구입(소금) 25,000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모래) 5,000

◐도로정비용 제초제구입 4,000

◐도로표지판(갈매기표지판, 양면)

8,000

◐포장도 응급복구용 포대 아스콘 구입

25,000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210,000

50,000,000원

250톤*100,000원

200㎡*25,000원

400병*10,000원

100,000원*80개

10,000원*2,500포

210,000,000원

207 연구개발비 450,000 0 450,000

01 연구용역비 450,000 0 450,000

◐김제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450,000450,000,000원

305 배상금등 7,000 5,000 2,000

01 배상금등 7,000 5,000 2,000

◐도로교통사고 피해배상금 7,0007,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764,500 2,880,000 884,500

01 시설비 3,743,440 2,859,966 883,474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48,920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95,590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496,400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500,000

◐교량 보수공사 297,840

◐반사경 설치공사 99,100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59,460

150,000,000원*99.28%

700,000,000원*99.37%

500,000,000원*99.28%

500,000,000원

3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60,000,000원*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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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98,560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99,100

◐시일원 로드킬 방지사업 50,000

◐도로변 제초작업 79,280

◐볼라드 정비사업 89,190

◐도로 적치물 폐기물 처리 4,500

◐법정도로 잡목제거 정비사업 30,000

◐신평천교(하) 보수공사 300,000

◐김제시 관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297,840

◐비사벌사거리∼구검산동사무소 인도설치공사

198,560

◐시설물(교량)정밀점검 99,100

2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50,000,000원

80,000,000원*99.10%

90,000,000원*99.10%

100톤*45,000원

3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99.28%

2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03 시설부대비 21,060 20,034 1,026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080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410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3,600

◐교량 보수공사 2,160

◐반사경 설치공사 900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54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440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900

◐도로변 제초작업 720

◐볼라드 정비사업 810

◐김제시 관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2,160

◐비사벌사거리∼구검산동사무소 인도설치공사

1,440

◐시설물(교량)정밀점검 900

150,000,000원*0.72%

700,000,000원*0.63%

500,000,000원*0.72%

30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60,000,000원*0.90%

20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80,000,000원*0.90%

90,000,000원*0.90%

30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405 자산취득비 396,000 1,200 394,8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6,000 1,200 394,800

◐도로보수차량(덤프트럭및굴삭기)구입

366,000

◐읍면동 제설기 구입 30,000

3대*122,000,000원

30,000,000원

도로유지관리(보조) 39,960 9,366 30,594

도 12,098

시 27,862

101 인건비 9,960 9,366 594

도 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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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망 정비 및 확충

단위: 도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3,86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60 9,366 594

◐교통량조사 인부임 9,9609,960,000원

도 6,098

시 3,862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도 6,000

시 24,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30,00030,000,000원

도 6,000

시 24,000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보조) 150,000 0 150,000

국 75,000

시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국 75,000

시 75,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50,000150,000,000원

국 75,000

시 75,000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300,000 2,900,000 1,400,000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4,300,000 2,900,000 1,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300,000 2,900,000 1,400,000

01 시설비 4,273,180 2,879,840 1,393,340

◐공덕 송산마을(리도211호) 진입로확포장공사

397,120

◐군도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200,000

◐시군도 위험도로개선공사

397,120

◐용지 신리마을 교량설치공사

397,120

◐진봉면 상수내~하궐(리도203호)포장공사

100,000

◐청하 석한~장천간(리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496,400

◐청하면 면도103호선 도로보수공사

200,000

◐만경 면도1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97,120

◐입석사거리~아리랑문학마을 위험도로개선공사

397,120

◐황산 아네스빌CC~문수마을(면도105호) 도로확

포장공사 496,400

400,000,000원*99.28%

200,000,000원

400,000,000원*99.28%

400,000,000원*99.28%

100,000,000원

500,000,000원*99.28%

200,000,000원

400,000,000원*99.28%

400,000,000원*99.28%

50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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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 상조~과덕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198,560

◐금구면 군도2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596,220

200,000,000원*99.28%

600,000,000원*99.37%

03 시설부대비 26,820 20,160 6,660

◐공덕 송산마을(리도211호) 진입로확포장공사

2,880

◐시군도 위험도로개선공사

2,880

◐용지 신리마을 교량설치공사

2,880

◐청하 석한~장천간(리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3,600

◐만경 면도1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880

◐입석사거리~아리랑문학마을 위험도로개선공사

2,880

◐황산 아네스빌CC~문수마을(면도105호) 도로확

포장공사 3,600

◐공덕 상조~과덕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1,440

◐금구면 군도2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780

4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5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400,000,000원*0.72%

50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600,000,000원*0.63%

농업경쟁력강화 16,119,242 15,932,946 186,296

국 322,000

지 5,507,000

도 372,286

시 9,917,956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259,742 5,596,446 △2,336,704

국 322,000

지 300,000

도 76,286

시 2,561,456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1,306,670 3,090,446 △1,783,776

101 인건비 2,000 3,955 △1,95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3,955 △1,955

◐양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2,0002,000,000원

201 일반운영비 30,630 23,000 7,630

01 사무관리비 30,630 23,000 7,630

◐일반수용비 3,630

ο 농업용수 수질검사 3,630

◐임차료 25,000

ο 용배수로 준설 25,000

◐급량비 2,000

ο 한해대책 업무추진 2,000

110,000원*33공

25,000,000원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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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5,000 100,000 205,000

01 시설비 302,660 99,100 203,560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99,100

◐영향평가조사(지하수)-법정사무 5,000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198,560

100,000,000원*99.10%

5,000,000원

200,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2,340 900 1,440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900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1,440

100,000,000원*0.90%

200,000,000원*0.72%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69,040 2,963,491 △1,994,451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969,040 2,963,491 △1,994,451

◐농업기반정비사업 500,000

◐2017년 대구획 경지정리(시비부담분)

469,040

500,000,000원

469,040,000원

농로포장공사(보조) 12,000 20,000 △8,000

도 1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 20,000 △8,000

도 12,000

01 시설비 12,000 20,000 △8,000

◐김제 용지면 사산마을 농로포장

12,00012,000,000원

도 12,000

배수개선사업 910,000 680,000 2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0 680,000 170,000

01 시설비 843,340 674,816 168,524

◐구거유지관리 198,560

◐금산면 용복마을 배수로정비

99,100

◐금구면 하신리 배수로정비

198,560

◐백구면 제내마을 배수로 및 포장 정비

99,100

◐진봉면 남상남하 배수로정비공사

198,560

◐검산동 대검산마을 배수로정비

49,460

2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2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200,000,000원*99.28%

50,000,000원*98.92%

03 시설부대비 6,660 5,184 1,476

◐구거유지관리 1,440

◐금산면 용복마을 배수로정비

900

◐금구면 하신리 배수로정비

1,440

20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20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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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백구면 제내마을 배수로 및 포장 정비

900

◐진봉면 남상남하 배수로정비공사

1,440

◐검산동 대검산마을 배수로정비

540

100,000,000원*0.90%

200,000,000원*0.72%

50,000,000원*1.08%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00 0 6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60,000 0 60,000

◐만경읍 하리 용수로정비공사 30,000

◐청하면 월현 용수로정비공사 30,000

30,000,000원

30,000,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198,560 198,560 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98,560200,000,000원*99.28%

03 시설부대비 1,440 1,440 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440200,000,000원*0.72%

한발대비용수개발(보조) 402,500 0 402,500

국 322,000

시 80,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2,500 0 402,500

국 322,000

시 80,500

01 시설비 399,602 0 399,602

◐한발대비 용수개발 399,602402,500,000원*99.28%

국 319,682

시 79,920

03 시설부대비 2,898 0 2,898

◐한발대비 용수개발 2,898402,500,000원*0.72%

국 2,318

시 58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지특)(보조) 428,572 1,428,000 △999,428

지 300,000

도 64,286

시 64,286

401 시설비및부대비 428,572 450,000 △21,428

지 300,000

도 64,286

시 64,286

01 시설비 425,486 446,760 △21,27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25,486425,486,000원

지 297,840

도 63,823

시 63,823

03 시설부대비 3,086 3,24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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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863,086,000원

지 2,160

도 463

시 463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1,309,500 9,413,500 1,896,000

지 3,967,000

도 296,000

시 7,046,500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자체) 5,583,000 0 5,58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83,000 0 5,583,000

01 시설비 5,562,902 0 5,562,90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시비-백산,백구,공덕,

성덕,봉남) 4,367,22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16년도부족분-부량,청

하,황산,광활) 1,195,680

4,367,222,000원

1,200,000,000원*99.64%

03 시설부대비 20,098 0 20,09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시비-백산,백구,공덕,

성덕,봉남) 15,77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16년도부족분-부량,청

하,황산,광활) 4,320

15,778,000원

1,200,000,000원*0.36%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지특)(보조) 1,437,000 4,820,000 △3,383,000

지 1,006,000

시 43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37,000 4,820,000 △3,383,000

지 1,006,000

시 431,000

01 시설비 1,431,878 4,802,648 △3,370,77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백산,백구,공덕,성덕,

봉남면) 1,431,8781,431,878,000원

지 1,002,378

시 429,500

03 시설부대비 5,122 17,352 △12,23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백산,백구,공덕,성덕,

봉남면) 5,1225,122,000원

지 3,622

시 1,500

권역단위종합개발(수류권역)(지특)(보조) 516,000 784,000 △268,000

지 361,000

도 36,000

시 119,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16,000 784,000 △268,000

지 361,000

도 36,000

시 119,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516,000 784,000 △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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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수류권역)

516,000516,000,000원

지 361,000

도 36,000

시 119,000

권역단위종합개발(동진권역)(지특)(보조) 1,857,000 1,000,000 857,000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57,000 1,000,000 857,000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857,000 1,000,000 857,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동진권역)

1,857,0001,857,000,000원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권역단위종합개발(두월천노을)(지특)(보조) 1,857,000 457,000 1,400,000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57,000 457,000 1,400,000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857,000 457,000 1,400,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두월천노을)

1,857,0001,857,000,000원

지 1,300,000

도 130,000

시 427,000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59,500 9,500 50,000

101 인건비 5,000 5,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 5,000 0

◐테마공원 제초등 관리인부임 5,0005,000,000원

201 일반운영비 4,500 4,500 0

02 공공운영비 4,500 4,500 0

◐공공요금및제세 4,500

ο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4,5004,5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49,460 0 49,460

◐만경능제 테마공원 수변산책로 보수사업(오일

스텐 도장 4,000㎡) 49,46050,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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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540 0 540

◐만경능제 테마공원 수변산책로 보수사업(오일

스텐 도장 4,000㎡) 54050,000,000원*1.08%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550,000 923,000 627,000

지 1,240,000

시 310,000

수리시설개보수(지특)(보조) 1,550,000 923,000 627,000

지 1,240,000

시 3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50,000 923,000 627,000

지 1,240,000

시 310,000

01 시설비 1,544,420 917,189 627,231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1,544,4201,550,000,000원*99.64%

지 1,235,536

시 308,884

03 시설부대비 5,580 5,811 △231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5,5801,550,000,000원*0.36%

지 4,464

시 1,116

소규모생활환경정비 6,443,000 8,325,000 △1,882,000

도 30,000

시 6,413,000

지역개발사업 6,443,000 8,325,000 △1,882,000

도 30,000

시 6,413,000

주민숙원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 3,590,000 4,995,000 △1,40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90,000 4,995,000 △1,405,000

01 시설비 3,555,923 4,947,696 △1,391,773

◐만경읍 창자 농로포장공사

44,514

◐만경읍 대동외2개소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2,644

◐만경읍 봉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41,547

◐죽산면 명마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5,612

◐죽산면 대죽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6,601

◐죽산면 삼진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6,601

◐죽산면 신동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9,568

◐백산면 수하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39,568

45,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42,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37,000,000원*98.92%

37,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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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백산면 수록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백산면 상정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39,568

◐백산면 석교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39,568

◐용지면 효정지구 옹벽 설치공사

49,460

◐용지면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용지면 와룡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용지면 사산 농로포장공사

19,784

◐백구면 영천∼토끼재 농로포장공사

29,676

◐백구면 봉산∼부용사 도로포장공사

44,514

◐백구면 석담리 농로포장공사

39,568

◐백구면 반월리 농로포장공사

34,622

◐부량면 신양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부량면 금화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4,514

◐부량면 용골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부량면 주촌 농로포장공사

34,622

◐공덕면 황산리 농로포장공사

37,590

◐공덕면 동계리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39,568

◐공덕면 제말리 농로포장공사

35,612

◐공덕면 저산리∼회룡리 농로포장공사

35,612

◐청하면 하갈산뜰 배수로정비

57,478

◐청하면 동촌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2,455

◐청하면 장천외2개소 배수로정비

38,876

◐성덕면 묘라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성덕면 소석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5,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4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36,000,000원*98.92%

58,000,000원*99.10%

22,700,000원*98.92%

39,3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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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성덕면 탄상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49,460

◐성덕면 대석리 농로포장

29,676

◐진봉면 해망 농로포장공사

39,568

◐진봉면 고사 농로포장공사

34,622

◐진봉면 석소 농로포장공사

34,622

◐진봉면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39,568

◐금구면 용전외2개소 농로 및 안길포장

49,460

◐금구면 청운리 농로포장공사

49,460

◐금구면 대복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49,460

◐봉남면 회성 배수로 정비공사

56,487

◐봉남면 회룡 농로포장공사

39,568

◐봉남면 평산 농로포장공사

33,633

◐봉남면 제행 농로포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

사 18,795

◐황산면 농원외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황산면 중목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29,676

◐황산면 백일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2,644

◐황산면 연리외3개소 덧씌우기 공사

51,532

◐금산면 산수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26,709

◐금산면 신흥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0,558

◐금산면 월평외3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7,590

◐금산면 대유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3,525

◐광활면 선진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39,568

◐광활면 시농 도로포장공사

39,568

◐광활면 용평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49,460

5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7,000,000원*99.10%

40,000,000원*98.92%

34,000,000원*98.92%

19,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52,000,000원*99.10%

27,000,000원*98.92%

41,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44,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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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활면 회령외5개소 진입로 보수

19,784

◐요촌동 하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9,568

◐요촌동 흥사동외1개소 농로포장

34,622

◐요촌동 시내권 아스콘 덧씌우기

34,622

◐요촌동 흥사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9,568

◐신풍동 도장동 농로포장공사

39,568

◐신풍동 난봉동 농로포장공사

37,590

◐신풍동 서정동외2개소 농로포장

32,644

◐신풍동 양전동외2개소 배수로 정비

38,579

◐검산동 검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검산동 대검산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검산동 검산지구 농로포장공사

39,568

◐검산동 순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교월동 송촌외2개소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1,655

◐교월동 신덕 신기 도로포장공사

31,655

◐교월동 소산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30,666

◐교월동 용현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54,505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198,560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99,100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99,100

◐검산동 용곳외 5개소 배수로정비

60,000

◐부량 사정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부량 대성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신풍동 묘암리 농로포장공사 30,000

◐교월동 신평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교월동 후신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4,000

2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3,000,000원*98.92%

39,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1,000,000원*98.92%

55,000,000원*99.10%

20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100,000,000원*99.10%

6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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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월동 반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0,000

◐연정동 경제마을 농로포장공사 36,000

◐부량면 신정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부량면 벽량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99,100

10,000,000원

36,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원*99.10%

03 시설부대비 34,077 47,304 △13,227

◐만경읍 창자 농로포장공사

486

◐만경읍 대동외2개소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6

◐만경읍 봉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453

◐죽산면 명마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88

◐죽산면 대죽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99

◐죽산면 삼진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99

◐죽산면 신동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432

◐백산면 수하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432

◐백산면 수록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24

◐백산면 상정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432

◐백산면 석교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432

◐용지면 효정지구 옹벽 설치공사

540

◐용지면 신정 배수로 정비공사

540

◐용지면 와룡 배수로 정비공사

540

◐용지면 사산 농로포장공사

216

◐백구면 영천∼토끼재 농로포장공사

324

◐백구면 봉산∼부용사 도로포장공사

486

◐백구면 석담리 농로포장공사

432

◐백구면 반월리 농로포장공사

378

◐부량면 신양 배수로 정비공사

378

◐부량면 금화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86

45,000,000원*1.08%

356,000원

453,000원

388,000원

399,000원

399,000원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20,000,000원*1.08%

30,000,000원*1.08%

45,000,000원*1.08%

40,000,000원*1.08%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45,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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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량면 용골 배수로 정비공사

378

◐부량면 주촌 농로포장공사

378

◐공덕면 황산리 농로포장공사 410

◐공덕면 동계리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432

◐공덕면 제말리 농로포장공사 388

◐공덕면 저산리∼회룡리 농로포장공사

388

◐청하면 하갈산뜰 배수로정비

522

◐청하면 동촌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45

◐청하면 장천외2개소 배수로정비 424

◐성덕면 묘라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78

◐성덕면 소석 배수로 정비공사

378

◐성덕면 탄상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540

◐성덕면 대석리 농로포장 324

◐진봉면 해망 농로포장공사

432

◐진봉면 고사 농로포장공사

378

◐진봉면 석소 농로포장공사

378

◐진봉면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32

◐금구면 용전외2개소 농로 및 안길포장

540

◐금구면 청운리 농로포장공사

540

◐금구면 대복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540

◐봉남면 회성 배수로 정비공사

513

◐봉남면 회룡 농로포장공사

432

◐봉남면 평산 농로포장공사 367

◐봉남면 제행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5

◐황산면 농원외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378

◐황산면 중목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324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410,000원

40,000,000원*1.08%

388,000원

388,000원

58,000,000원*0.90%

245,000원

424,000원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50,000,000원*1.08%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4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7,000,000원*0.90%

40,000,000원*1.08%

367,000원

205,000원

35,000,000원*1.08%

30,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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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황산면 백일외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56

◐황산면 연리외3개소 덧씌우기 공사

468

◐금산면 산수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291

◐금산면 신흥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42

◐금산면 월평외3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10

◐금산면 대유외2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75

◐광활면 선진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432

◐광활면 시농 도로포장공사

432

◐광활면 용평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540

◐광활면 회령외5개소 진입로 보수

216

◐요촌동 하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32

◐요촌동 흥사동외1개소 농로포장

378

◐요촌동 시내권 아스콘 덧씌우기

378

◐요촌동 흥사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32

◐신풍동 도장동 농로포장공사

432

◐신풍동 황산동 농로포장공사 410

◐신풍동 서정동외2개소 농로포장 356

◐신풍동 양전동외2개소 배수로 정비

421

◐검산동 검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24

◐검산동 대검산 배수로 정비공사

432

◐검산동 검산지구 농로포장공사

432

◐검산동 순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32

◐교월동 송촌외2개소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45

◐교월동 신덕 신기 도로포장공사 345

◐교월동 소산외1개소 농로포장공사 334

◐교월동 용현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495

356,000원

52,000,000원*0.90%

291,000원

442,000원

410,000원

475,000원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50,000,000원*1.08%

2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5,000,000원*1.08%

35,000,000원*1.08%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410,000원

356,000원

421,000원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45,000원

345,000원

334,000원

55,000,000원*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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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1,440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900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900

◐부량면 벽량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900

20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100,000,000원*0.90%

주민숙원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보조) 10,000 0 10,000

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도 10,000

01 시설비 10,000 0 10,000

◐김제 죽산면 해창마을 쉼터 조성

10,00010,000,000원

도 10,00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00,000 1,95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00 1,950,000 △50,000

01 시설비 1,880,379 1,931,682 △51,303

◐만경읍 토정마을 포장공사

69,370

◐만경읍 제항마을 포장공사

29,676

◐죽산면 종남마을 정비공사

47,482

◐죽산면 신흥마을 정비공사

41,547

◐죽산면 내촌마을 정비공사

9,892

◐백산면 돌제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백산면 원상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4,622

◐백산면 남상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4,730

◐용지면 용수지구 옹벽설치공사

49,460

◐용지면 송산지구 농로포장

49,460

◐백구면 공술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백구면 신모제 배수로설치공사

29,676

◐백구면 맥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9,676

◐부량면 주촌마을 정비공사

49,460

70,000,000원*99.1%

30,000,000원*98.92%

48,000,000원*98.92%

42,000,000원*98.92%

1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5,000,000원*98.92%

25,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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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량면 제월마을 정비공사

49,460

◐공덕면 회룡리 농로포장공사

31,655

◐공덕면 동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37,590

◐공덕면 저산리 농로포장공사

29,676

◐청하면 석동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84,235

◐청하면 신월마을 안길포장공사

14,838

◐성덕면 옥동,다복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9,460

◐성덕면 수교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9,460

◐진봉면 효정마을 농로포장공사

99,100

◐금구면 상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9,676

◐금구면 사방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9,676

◐금구면 신흥지구 배수로설치공사

39,568

◐봉남면 신덕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69,370

◐봉남면 내주마을 배수로정비공사

9,892

◐봉남면 구성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9,784

◐황산면 신기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9,676

◐황산면 신흥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7,590

◐황산면 문명마을 농배수로정비공사

31,655

◐금산면 양지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49,460

◐금산면 청도지구 배수로정비공사

49,460

◐광활면 선광,군평마을 농로확포장공사

29,676

◐광활면 신흥마을 외 2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49,460

◐광활면 화신,구복마을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요촌동일원 도로정비공사

99,100

50,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85,000,000원*99.1%

15,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100,000,000원*99.1%

3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70,000,000원*99.1%

10,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32,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30,000,000원*98.92%

50,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100,000,000원*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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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월성동 만석마을 정비공사

71,352

◐서정동 석정마을 농로포장공사

27,698

◐백학동 농로포장공사 39,568

◐순동 배수로정비공사 19,784

◐검산동 배수로정비공사 39,568

◐교월동 죽절마을 포장공사

21,763

◐교월동 신월마을 농로포장공사

39,568

◐교월동 월봉마을 농로포장공사

37,590

72,000,000원*99.1%

28,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2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22,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38,000,000원*98.92%

03 시설부대비 19,621 18,318 1,303

◐죽산면 종남마을 정비공사 518

◐죽산면 신흥마을 정비공사 453

◐죽산면 내촌마을 정비공사

108

◐용지면 용수지구 옹벽설치공사

540

◐백구면 공술마을 농로포장공사

432

◐백구면 신모제 배수로설치공사

324

◐백구면 맥산마을 농로포장공사

324

◐부량면 주촌마을 정비공사

540

◐부량면 제월마을 정비공사

540

◐공덕면 회룡리 농로포장공사 345

◐공덕면 동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410

◐공덕면 저산리 농로포장공사

324

◐청하면 석동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765

◐청하면 신월마을 안길포장공사

162

◐성덕면 옥동,다복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40

◐성덕면 수교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40

◐진봉면 효정마을 농로포장공사

900

◐금구면 상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24

518,000원

453,000원

10,000,000원*1.08%

5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0,000,000원*1.08%

30,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345,000원

410,000원

30,000,000원*1.08%

85,000,000원*0.9%

15,000,000원*1.08%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100,000,000원*0.9%

30,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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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구면 사방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24

◐금구면 신흥지구 배수로설치공사

432

◐봉남면 신덕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630

◐봉남면 내주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08

◐봉남면 구성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16

◐황산면 신기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24

◐황산면 신흥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410

◐황산면 문명마을 농배수로정비공사

345

◐금산면 양지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540

◐금산면 청도지구 배수로정비공사

540

◐광활면 선광,군평마을 농로확포장공사

324

◐광활면 신흥마을 외 2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540

◐광활면 화신,구복마을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16

◐요촌동일원 도로정비공사

900

◐월성동 만석마을 정비공사

648

◐서정동 석정마을 농로포장공사 302

◐백학동 농로포장공사 432

◐순동 배수로정비공사 216

◐검산동 배수로정비공사 432

◐교월동 죽절마을 포장공사 237

◐교월동 신월마을 농로포장공사

432

◐교월동 월봉마을 농로포장공사 410

◐만경읍 토정마을 포장공사

630

◐만경읍 제항마을 포장공사

324

◐백산면 돌제마을 농로포장공사

432

◐백산면 원상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78

◐백산면 남상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70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70,000,000원*0.9%

10,000,000원*1.08%

20,000,000원*1.08%

30,000,000원*1.08%

410,000원

345,000원

50,000,000원*1.08%

50,000,000원*1.08%

30,000,000원*1.08%

50,000,000원*1.08%

20,000,000원*1.08%

100,000,000원*0.9%

72,000,000원*0.9%

302,000원

40,000,000원*1.08%

20,000,000원*1.08%

40,000,000원*1.08%

237,000원

40,000,000원*1.08%

410,000원

70,000,000원*0.9%

3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5,000,000원*1.08%

25,0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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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용지면 송산지구 농로포장

54050,000,000원*1.08%

접경지역 개발사업(자체) 923,000 1,380,000 △45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23,000 1,380,000 △457,000

01 시설비 915,480 1,368,480 △453,000

◐만경 대죽∼청하 월송간 도로포장공사

119,136

◐백구 월봉∼용지 봉의리 농로포장공사

134,028

◐성덕 모산∼광활 선광 농로포장공사

148,920

◐공덕 중촌∼백산 두동간 농로포장공사

148,920

◐공덕 금마~백산 대산간 배수로정비공사

99,100

◐봉남 용신리 농로포장공사

79,280

◐금산 용산∼봉남 평사간 배수로정비공사

69,370

◐광활 화신∼진봉 남상간 도로포장공사

49,460

◐교월동 경제 농로포장공사

39,568

◐교월동 전장,후장 농로포장공사

27,698

120,000,000원*99.28%

135,000,000원*99.28%

150,000,000원*99.28%

150,000,000원*99.28%

100,000,000원*99.10%

80,000,000원*99.10%

70,000,000원*99.10%

50,000,000원*98.92%

40,000,000원*98.92%

28,000,000원*98.92%

03 시설부대비 7,520 11,520 △4,000

◐만경 대죽∼청하 월송간 도로포장공사

864

◐백구 월봉∼용지 봉의리 농로포장공사

972

◐성덕 모산∼광활 선광 농로포장공사

1,080

◐공덕 중촌∼백산 두동간 농로포장공사

1,080

◐공덕 금마~백산 대산간 배수로정비공사

900

◐봉남 용신리 농로포장공사

720

◐금산 용산∼봉남 평사간 배수로정비공사

630

◐광활 화신∼진봉 남상간 도로포장공사

540

◐교월동 경제 농로포장공사

432

◐교월동 전장,후장 농로포장공사 302

120,000,000원*0.72%

135,000,000원*0.72%

150,000,000원*0.72%

150,000,000원*0.72%

100,000,000원*0.90%

80,000,000원*0.90%

70,000,000원*0.90%

50,000,000원*1.08%

40,000,000원*1.08%

302,000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보조) 20,000 0 20,000

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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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소규모생활환경정비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도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김제 금산면 수류 상화마을 환경개선사업

20,00020,000,000원

도 20,000

행정운영경비(건설과) 27,000 29,400 △2,400

기본경비(건설과) 27,000 29,400 △2,400

기본경비(건설과) 27,000 29,400 △2,400

202 여비 22,800 25,200 △2,400

01 국내여비 22,800 25,200 △2,400

◐종합출장여비 22,800100,000원*19명*12월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건설과 4,20035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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