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0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 건설재난관리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83,559,266 81,526,301 2,032,965

건설재난관리과 83,559,266 81,526,301 2,032,965

재해 및 재난예방 16,075,546 15,999,154 76,392

안전문화운동 41,359 42,367 △1,008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23,817 24,825 △1,008

401 시설비및부대비 5,292 6,300 △1,008

5,292 6,300 △1,008 01 시설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08

△1,008경정 5,292,000 - 기정 6,300,000원 =

[국 △504][국 경정 2,646 기정 3,150]

[군 △504][군 경정 2,646 기정 3,150]

민방위 운영 42,878 42,178 700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17,624 16,924 700

405 자산취득비 5,990 5,290 700

5,990 5,290 7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 구입

700

700350,000 * 2개 =

소방관리 88,992 83,992 5,000

의용소방대 지원 67,850 62,850 5,000

301 일반보상금 67,850 62,85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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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소방관리

67,850 62,850 5,00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소방차 유지관리(이서 의용소방대)

5,000

5,000=

재해예방 및 복구 1,078,936 107,236 971,700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70,904 39,204 31,700

201 일반운영비 56,854 25,154 31,700

50,176 18,476 31,700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만연천 하천유지수 펌프 전기요금

○연료비

―굴삭기 유류대

31,700

15,000

15,000=

16,700

16,700경정 19,625,000 - 기정 2,925,000원 =

급경사지정비 940,000 0 9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40,000 0 940,000

934,000 0 934,000 01 시설비

○북면 와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000 0 6,000 03 시설부대비

○북면 와천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934,000

934,000=

[특 834,000]

[군 100,000]

6,000

6,000=

[특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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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하천관리

하천관리 14,823,381 15,723,381 △900,000

생태하천 복원사업 1,983,000 4,483,000 △2,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83,000 4,483,000 △2,500,000

1,975,862 4,466,862 △2,491,000 01 시설비

○지석천 자연형하천 정비

7,138 16,138 △9,000 03 시설부대비

○지석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추진

△2,491,000

△2,491,000경정 0 - 기정 2,491,000,000원 =

[국 △1,750,000][국 경정 0 기정 1,750,000]

[군 △741,000][군 경정 0 기정 741,000]

△9,000

△9,000경정 0 - 기정 9,000,000원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517,075 2,417,075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17,075 2,417,075 100,000

2,500,375 2,400,375 100,000 01 시설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자체)

100,000

100,000경정 1,595,610,000 - 기정 1,495,610,000원 =

생태하천조성 1,500,000 0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0 1,500,000

1,500,000 0 1,500,000 01 시설비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00,000

1,500,000=

[국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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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도로시설 관리
단 위 : 가로등관리

도로시설 관리 7,230,447 6,572,447 658,000

가로등관리 685,860 615,860 70,000

가로등설치 및 보수 685,860 615,860 70,000

201 일반운영비 482,000 432,000 50,000

482,000 432,000 50,000 02 공공운영비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1,386등)

5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1,000 181,000 20,000

198,000 178,000 20,000 01 시설비

○가로등 보수공사

20,000

20,000경정 117,000,000 - 기정 97,000,000원 =

군도관리 3,384,667 2,884,667 500,000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L=3.4km)

500,000

500,000=

도로유지보수 1,996,617 1,908,617 88,000

도로 유지관리 1,282,617 1,181,617 10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65,000 1,075,000 90,000

1,159,600 1,069,600 90,000 01 시설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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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도로시설 관리
단 위 : 도로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소파보수 등 9개 분야)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폐광기금)

20,000경정 359,600,000 - 기정 339,600,000원 =

70,000경정 800,000,000 - 기정 730,000,000원 =

405 자산취득비 21,620 10,620 11,000

21,620 10,620 1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

11,000

11,000경정 21,620,000 - 기정 10,62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14,000 727,000 △1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14,000 727,000 △13,000

710,220 723,220 △13,000 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000

△13,000경정 710,220,000 - 기정 723,220,000원 =

[광 △70,000][광 경정 357,000 기정 427,000]

[군 57,000][군 경정 353,220 기정 296,220]

농업 경쟁력 강화 12,779,280 12,340,280 439,000

농업생산 기반조성 9,214,222 8,775,222 439,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5,144,000 4,705,000 43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80,000 4,141,000 439,000

4,552,000 4,113,000 439,000 01 시설비

○춘양면 월평리 농로포장(성립전)

439,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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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농업 경쟁력 강화
단 위 : 농업생산 기반조성

○동면 우평 배수로 정비(성립전)

○이양면 용반 배수로 정비(성립전)

○능주면 백암 농로정비(성립전)

○남면 장등 배수로 정비(성립전)

○동면 찰동 배수로 정비(성립전)

○청풍면 한지리 배수로 정비(성립전)

○용강1구 배수로 정비

○용강2구 배수로 정비

○용강3구 배수로 정비

[도 2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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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농업 경쟁력 강화
단 위 : 농업생산 기반조성

○호암2구 배수로 정비

○용강리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

○벽지1구 배수로 정비

○남면 사평4구(신평) 농로 포장

○도곡 효산리 2구 배수로 정비

○도곡 대곡리 3구 배수로 정비

○도곡 천암리 배수로 정비

○도곡 죽청리 농수로 정비

○동면 구수마을 농로포장

○한천 평리 배수로 설치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6,000=

23,000=

25,000=

30,000=

23,000=

7,000=

5,000=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10,803,907 10,212,547 591,360

주민숙원사업 5,086,852 4,605,852 481,000

주민숙원사업 3,016,000 2,825,000 19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2,000 1,927,000 75,000

1,982,000 1,907,000 75,000 01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75,000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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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도곡 신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남면 용리2구 배수로 설치

―남면 내리1구 농로 설치

―남면 내리3구(신암) 배수로 설치

―남면 운산리 배수로 설치

―청풍 한지리 배수로 및 안길 정비

20,000=

10,000=

5,000=

10,000=

10,000=

2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14,000 898,000 116,000

1,014,000 898,000 116,000 01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화순 광덕4구 경로당 신축

―화순 광덕4구 미륭@ 울타리 시설공사

―이양 초방1구 우산각 신축

―이양 초방1구 우산각 보수

―도암 원천리2구 마을회관 신축

―남면 원리1구 우산각 주변 정비

―화순 교리 서라아파트 경로당 신축

―한천 반곡1구(신촌) 우산각 주변 정비

116,000

116,000

20,000경정 80,000,000 - 기정 60,000,000원 =

△20,000경정 0 - 기정 20,000,000원 =

△20,000경정 0 - 기정 20,000,000원 =

20,000=

56,000=

10,000=

35,000=

15,000=

농촌마을 기타사업 235,932 205,932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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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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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단 위 : 주민숙원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235,932 205,932 30,000

235,932 205,932 30,000 01 시설비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13개 읍면)

30,000

30,000경정 167,932,000 - 기정 137,932,000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30,000 585,000 2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5,000 425,000 60,000

483,800 423,800 60,000 01 시설비

○동면 동림동 안길정비(성립전)

○동면 천동 안길정비(성립전)

6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345,000 160,000 185,000

345,000 160,000 185,000 01 민간자본보조

○이십곡리 국조전 보수(성립전)

○청전APT 주변 주차장 보수(성립전)

○계소리 오성1차APT 입구 포장(성립전)

○동면 구암 화장실 신축(성립전)

185,000

100,000=

[도 100,000]

30,000=

[도 30,000]

50,000=

[도 5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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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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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00]

범죄없는마을 15,000 0 15,000

402 민간자본이전 15,000 0 15,000

15,000 0 15,000 01 민간자본보조

○2008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15,000

15,000=

광고물 관리 33,055 22,695 10,360

광고물 정비 33,055 22,695 10,360

101 인건비 16,460 6,100 10,360

16,460 6,100 10,3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

10,360

10,360=

[기 10,360]

행복마을조성 1,000,000 900,000 100,000

행복마을조성 1,000,000 9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900,000 100,000

996,220 896,220 100,000 01 시설비

○행복마을조성(남계,야사)

100,000

100,000경정 996,220,000 - 기정 896,220,000원 =

[도 0][도 경정 600,000 기정 600,000]

[군 100,000][군 경정 396,220 기정 296,220]

교통행정 개선 36,233,813 35,965,600 26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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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부 서 : 건설재난관리과
정 책 : 교통행정 개선
단 위 : 교통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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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확보 707,885 639,672 68,213

교통안전 확보 578,885 510,672 68,213

307 민간이전 50,663 0 50,663

50,663 0 50,663 02 민간경상보조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

50,663

15,180=

[도 7,590]

[군 7,590]

35,483=

[도 35,483]

401 시설비및부대비 392,550 375,000 17,550

371,550 354,000 17,550 01 시설비

○저속 전기자동차 표지판 설치

17,550

17,550=

[도 8,775]

[군 8,775]

운수업체 지원 35,525,928 35,325,928 200,000

벽지노선 손실보전 585,240 385,240 200,000

402 민간자본이전 585,240 385,240 200,000

585,240 385,240 200,000 01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전(43개 노선)

200,000

200,000경정 573,240,000 - 기정 373,2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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