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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년
예산구분 : 추경 1 회
부    서 :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
회 계 명 : 일반회계

세 출 예 산 내 역 서

총    계 39,036,331 29,808,619 9,227,712

건설방재과 39,036,331 29,808,619 9,227,712

재해 및 재난예방 14,347,258 12,742,907 1,604,351

안전문화운동 54,126 54,026 100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26,466 26,366 100

201 일반운영비 14,850 14,750 100

14,850 14,750 1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재난예방 장비 확보

100

32

32경정 11,982,000원 - 기정 11,950,000원 =

[도          △14][도 경정             1,186 기정             1,200]

[군            46][군 경정            10,796 기정            10,750]

△1,576

△1,576경정 1,224,000원 - 기정 2,800,000원 =

[도         △158][도 경정               122 기정               280]

[군       △1,418][군 경정             1,102 기정             2,520]

1,644=

[도           164]

[군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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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안전문화운동

301 일반보상금 5,250 5,250 0

5,250 5,250 0 10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0

0경정 5,250,000원 - 기정 5,250,000원 =

[도             8][도 경정               528 기정               520]

[군           △8][군 경정             4,722 기정             4,730]

민방위 운영 93,649 35,910 57,739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14,420 6,681 7,739

201 일반운영비 5,550 4,028 1,522

5,550 4,028 1,522 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안보교육 강사수당

1,522

1,522

472경정 1,900,000원 - 기정 1,428,000원 =

[국           141][국 경정               570 기정               429]

[도            99][도 경정               399 기정               300]

[군           232][군 경정               931 기정               699]

1,050=

[국           315]

[도           221]

[군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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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민방위 운영

301 일반보상금 8,870 2,653 6,217

8,870 2,653 6,217 10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6,217

6,217

5,642=

[국         1,693]

[도         1,185]

[군         2,764]

585경정 1,458,000원 - 기정 873,000원 =

[국           175][국 경정               437 기정               262]

[도           123][도 경정               306 기정               183]

[군           287][군 경정               715 기정               428]

△10경정 1,770,000원 - 기정 1,780,000원 =

[국           △3][국 경정               531 기정               534]

[도           △2][도 경정               372 기정               374]

[군           △5][군 경정               867 기정               872]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56,059 6,059 50,000

201 일반운영비 46,059 6,059 40,000

42,435 2,435 40,000 01 사무관리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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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민방위 운영

  ○민방위 장비 정비 및 신규 구입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10,000 0 10,000 01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생 식수대 설치 및 비상발

    전기 정비

10,000

10,0005,000,000원 * 2개소 =

소방관리 112,580 72,924 39,656

의용소방대 지원 110,280 70,624 39,656

201 일반운영비 6,000 0 6,000

6,000 0 6,000 02 공공운영비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6,000

6,000=

301 일반보상금 104,280 70,624 33,656

104,280 70,624 33,656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600명)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33,656

18,656경정 79,560,000원 - 기정 60,904,000원 =

15,000=

재해예방 및 복구 1,416,487 504,631 911,856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 26,000 18,644 7,356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00 18,644 7,356

26,000 18,644 7,356 01 시설비

  ○재난예방 장비유지

7,356

△1,644경정 0원 - 기정 1,6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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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재해예방 및 복구

  ○재해예방 장비유지보수

  ○재해예방 장비유지보수

  ○재해예방 장비(강우량기) 교체

[도         △164][도 경정                 0 기정               164]

[군       △1,480][군 경정                 0 기정             1,480]

△17,000경정 0원 - 기정 17,000,000원 =

[도       △8,500][도 경정                 0 기정             8,500]

[군       △8,500][군 경정                 0 기정             8,500]

8,000=

[도         4,000]

[군         4,000]

18,0009,000,000원 * 2개소 =

[도         9,000]

[군         9,000]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1,292,288 445,288 847,000

207 연구개발비 970,000 300,000 670,000

970,000 300,000 670,000 01 연구용역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670,000

670,000경정 970,000,000원 - 기정 300,000,000원 =

401 시설비및부대비 169,000 5,000 164,000

169,000 5,000 164,000 01 시설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64,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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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재해 및 재난예방
단    위 : 재해예방 및 복구

  ○적설관측 시스템 설치 14,0007,000,000원 * 2개소 =

405 자산취득비 13,000 0 13,000

13,000 0 1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비상 발전기 구입

13,000

13,0001,000,000원 * 13대 =

강풍피해 복구 57,500 0 57,5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57,500 0 57,500

57,500 0 57,500 02 민간인재해보상금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21명)

57,500

57,500=

[국        40,250]

[도         8,625]

[군         8,625]

하천관리 12,670,416 12,075,416 595,000

소하천 정비 3,239,416 3,364,416 △1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39,416 3,364,416 △125,000

3,229,416 3,364,416 △135,000 01 시설비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

△135,000

△10,000경정 3,006,416,000원 - 기정 3,016,416,000원 =

[국       △5,000][국 경정         1,503,208 기정         1,508,208]

[군       △5,000][군 경정         1,503,208 기정         1,50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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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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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

10,000 0 10,000 03 시설부대비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

△125,000경정 223,000,000원 - 기정 348,000,000원 =

[국      △62,500][국 경정           111,500 기정           174,000]

[군      △62,500][군 경정           111,500 기정           174,000]

10,000

10,000=

[국         5,000]

[군         5,000]

재해위험 지구정비 6,580,000 6,58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80,000 6,580,000 0

6,560,000 6,580,000 △20,000 01 시설비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00 0 20,000 03 시설부대비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00

△12,000경정 4,168,000,000원 - 기정 4,180,000,000원 =

[광       △7,200][광 경정         2,500,800 기정         2,508,000]

[군       △4,800][군 경정         1,667,200 기정         1,672,000]

△8,000경정 2,092,000,000원 - 기정 2,100,000,000원 =

[광       △4,800][광 경정         1,255,200 기정         1,260,000]

[군       △3,200][군 경정           836,800 기정           840,000]

20,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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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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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광         7,200]

[군         4,800]

8,000=

[광         4,800]

[군         3,200]

하천정비 85,000 60,000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60,000 25,000

75,000 55,000 20,000 01 시설비

  ○운월1구 소하천 정비공사

10,000 5,000 5,000 03 시설부대비

  ○하천정비 주민숙원사업

20,000

20,000=

5,000

5,000경정 10,000,000원 - 기정 5,000,000원 =

하천재해예방 770,000 75,000 69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70,000 75,000 695,000

760,000 75,000 685,000 01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

  ○쌍봉천 정비사업(2011년 특별교부세)(성립전)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

685,000

60,000경정 95,000,000원 - 기정 35,000,000원 =

390,000=

70,000=

[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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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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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면 매정리 소하천 보 설치(성립전)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10,000 0 10,000 03 시설부대비

  ○쌍봉천 정비사업(2011년 특별교부세)(성립전)

[군        35,000]

25,000=

[도        25,000]

58,000=

[도        29,000]

[군        29,000]

82,000=

[도        41,000]

[군        41,000]

10,000

10,000=

생태하천조성 1,496,000 1,496,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96,000 1,496,000 0

1,486,000 1,496,000 △10,000 01 시설비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000 0 10,000 03 시설부대비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000

△10,000경정 1,486,000,000원 - 기정 1,496,000,000원 =

[국       △6,000][국 경정           891,000 기정           897,000]

[군       △4,000][군 경정           595,000 기정           599,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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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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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6,000]

[군         4,000]

도로시설 관리 3,693,888 1,594,988 2,098,900

가로질서확립 126,078 116,078 10,000

국유재산관리 16,000 6,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16,000 6,000 10,000

16,000 6,000 10,000 01 사무관리비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수수 

    료(50필지)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 

    료(50필지)

10,000

6,000경정 10,000,000원 - 기정 4,000,000원 =

4,000경정 6,000,000원 - 기정 2,000,000원 =

가로등관리 746,800 604,800 142,000

가로등설치 및 보수 746,800 604,800 142,000

201 일반운영비 432,000 350,000 82,000

432,000 350,000 82,000 02 공공운영비

  ○절전형 보안등(ESCO) 설비투자 상환금

82,000

82,000경정 432,000,000원 - 기정 350,000,000원 =

401 시설비및부대비 311,000 251,000 60,000

306,000 246,000 60,000 01 시설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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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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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설치공사(교리교차로~현대병원)

  ○보안등설치공사

  ○보안등 유지관리비(6,281등)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비(2,434등)

△75,000경정 0원 - 기정 75,000,000원 =

75,000경정 125,000,000원 - 기정 50,000,000원 =

40,000경정 80,000,000원 - 기정 40,000,000원 =

20,000경정 40,000,000원 - 기정 20,000,000원 =

군도관리 1,110,000 460,000 650,000

위험도로 구조개선 0 280,000 △2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280,000 △280,000

0 280,000 △280,000 01 시설비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280,000

△280,000경정 0원 - 기정 280,000,000원 =

[광     △140,000][광 경정                 0 기정           140,000]

[군     △140,000][군 경정                 0 기정           140,000]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505,000 0 50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5,000 0 505,000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5,000 0 5,000 03 시설부대비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500,000

500,000=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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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도로시설 관리
단    위 : 군도관리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 200,000 1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01 시설비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

100,000

100,000경정 200,000,000원 - 기정 100,000,000원 =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 203,000 0 20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3,000 0 203,000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공사

3,000 0 3,000 03 시설부대비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공사

200,000

200,000=

3,000

3,000=

군도 유지관리 202,000 80,000 12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2,000 80,000 122,000

200,000 80,000 120,000 01 시설비

  ○군도유지관리(16개 노선)

2,000 0 2,000 03 시설부대비

  ○군도유지관리(16개 노선)

120,000

120,000경정 200,000,000원 - 기정 80,000,000원 =

2,000

2,000=

농어촌도로 관리 1,052,000 80,000 972,00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52,000 80,000 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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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도로시설 관리
단    위 : 농어촌도로 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452,000 80,000 372,000

450,000 80,000 370,000 01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231개노선)

  ○한천 농도308호(용암사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도원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원동~석복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0 0 2,000 03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231개노선)

370,000

120,000경정 200,000,000원 - 기정 80,000,000원 =

50,000=

50,000=

150,000=

2,000

2,000=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00,000 0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0 600,000

600,000 0 600,000 01 시설비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00,000

600,000=

[도       200,000]

[군       400,000]

도로유지보수 659,010 334,110 324,900

도로 유지관리 635,010 310,110 324,900

201 일반운영비 94,910 92,010 2,900

30,900 28,000 2,900 01 사무관리비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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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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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원 방한복

2,900경정 3,900,000원 - 기정 1,000,000원 =

401 시설비및부대비 422,000 100,000 322,000

420,000 100,000 320,000 01 시설비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소파보수 등 9개 분야)

  ○천암간 농도 305호선 신덕교 확장

  ○이서면 농어촌도로(리도201호) 도로측구정비

  ○북면 리도 204호선 배수로정비

  ○북면 농도 309호선 확포장

  ○남면 절산1구 배수로 설치공사(면도 101호)

  ○군도 9호선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화순읍 서태1구 도로확장(101호선) 보도설치

2,000 0 2,000 03 시설부대비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소파보수 등 9개 분야)

320,000

100,000경정 200,000,000원 - 기정 100,000,000원 =

50,000=

30,000=

15,000=

30,000=

30,000=

50,000=

15,000=

2,000

2,000=

농업 경쟁력 강화 12,410,069 9,635,661 2,774,408

농업생산 기반조성 7,119,818 4,353,818 2,766,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746,000 390,000 2,35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86,000 390,000 1,796,000

2,166,000 385,000 1,781,000 01 시설비 1,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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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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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상습지구 배수로정비(2011년 특별교부세)(성 

    립전)

    ―화순읍 수만1구 배수로정비

    ―한천면 평리 용수로정비

    ―한천면 한계2구 용수로정비

    ―춘양면 회송1구 용수로정비

    ―춘양면 우봉리 용배수로정비

    ―청풍면 한지1구 배수로정비

    ―청풍면 세청리 용수로정비

    ―청풍면 한지2구 용수로정비

    ―이양면 연화리 배수로정비

    ―도곡면 대곡1구 용배수로정비

    ―이서면 인계2구 용배수로정비

    ―북면 수리 용수로정비

    ―동복면 연둔리 용배수로정비

    ―남면 절산1구 배수로정비

    ―동면 운농리 천사암 농로포장

    ―동면 오동리 배수로정비

    ―동면 운농리 농로포장

  ○화순읍 유천리 배수개선공사 편입토지 보상

495,000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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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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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읍 유천리 구거정비

  ○춘양면 가봉리 배수로정비

  ○동면 대포리 구수 농로포장

  ○한천면 평리 농로포장공사

  ○한천면 금전리 마을뒤 배수로 정비

  ○한천면 오음1구 용수로정비공사

  ○한천면 동가1리 도수로 설치

  ○춘양면 변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춘양면 양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춘양면 부곡3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춘양면 용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청풍면 한지리 1구 용수로 정비공사

  ○이양면 송정1구 보 정비공사

  ○이양면 매정2구 용수로 정비공사

  ○이양면 초방2구 보 정비공사

  ○이양면 율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양면 이양1리 용수로 정비공사

  ○능주면 천덕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능주면 만인리 농로 포장공사

25,000=

30,000=

30,000=

25,000=

15,000=

25,000=

25,000=

25,000=

25,000=

30,000=

30,000=

10,000=

35,000=

35,000=

20,000=

25,000=

30,000=

40,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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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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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주면 잠정리 농로 포장공사

  ○도곡면 죽청1구 농수로 정비

  ○도곡면 효산1구 농수로 정비

  ○도곡면 대곡2구 배수로정비

  ○도곡면 미곡1구 배수로 개선

  ○도곡면 월곡2구 배수로정비

  ○도암면 호암1구 농로포장

  ○도암면 정천리 농로포장

  ○도암면 대초리 배수로 설치

  ○도암면 등광리 농로개선

  ○이서면 영평리 배수로 정비

  ○북면 이천1 용수로 정비공사

  ○북면 용곡리 배수로정비

  ○북면 노기 용수로 정비공사

  ○동복면 신율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동복면 연둔리 배수로 정비

  ○동복면 칠정1구 배수로 정비

  ○남면 사평3구 배수로 설치공사

  ○화순읍 벽라리 2구 배수로정비(성립전)

20,000=

30,000=

20,000=

30,000=

10,000=

10,000=

15,000=

15,000=

20,000=

18,000=

25,000=

25,000=

30,000=

20,000=

20,000=

30,000=

25,000=

13,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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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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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읍 계소리 2구 용수로정비(성립전)

  ○한천면 동가리1구 배수로정비(성립전)

  ○춘양면 용곡리 농로포장(성립전)

  ○청풍면 청룡리 농로포장(성립전)

  ○이양면 강성3구 배수로정비(성립전)

  ○도곡면 천암리 배수로정비(성립전)

  ○도암면 천태2구 배수로정비(성립전)

  ○이서면 보월1구 배수로정비(성립전)

  ○북면 용곡2구 배수로정비(성립전)

[도        30,000]

30,000=

[도        30,000]

25,000=

[도        25,000]

20,000=

[도        2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20,000=

[도        2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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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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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수리 용수로정비(성립전)

  ○북면 서유리 농로포장(성립전)

  ○동면 대포리 대암마을 농로포장(성립전)

  ○동면 운농리 신운마을 농로포장(성립전)

  ○도곡면 원화리2구 배수로정비

  ○용배수로 편입토지 기부체납 수수료

  ○정주기반확충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보상

  ○도곡면 천암리 숲쟁이 대형관정 개발

  ○도곡면 천암리 농로개설

20,000 5,000 15,000 03 시설부대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수해상습지구 배수로정비(2011년 특별교부세)(성 

    립전)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30,000=

[도        30,000]

5,0001,000,000원 * 5건 =

5,0001,000,000원 * 5건 =

△40,000경정 0원 - 기정 40,000,000원 =

40,000=

15,000

1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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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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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60,000 0 560,000

560,000 0 560,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능주 원지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능주 남정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수해상습지구 배수로정비(2011년 특별교부세)(성 

    립전)

    ―동면 복암지구 농로 및 용수로정비

    ―이양면 금능 용수로 정비사업

    ―춘양면 변천 배수로 정비사업

    ―춘양면 우봉1호 용수지선 정비사업

    ―춘양면 우봉2호 용수지선 정비사업

    ―춘양면 우봉3호 용수지선 정비사업

    ―춘양면 가봉 배수로 정비사업

    ―남면 원리 용수로 정비사업

    ―동복면 축동제 용수로 정비사업

    ―한천면 평리 용수로 정비사업

    ―이서면 보월 용수로 정비사업

    ―남면 너덧보 용수로 정비사업

    ―능주면 금전 중앙용수로 정비사업

    ―동복면 연둔 용수로 정비사업

560,000

30,000=

30,000=

500,000

40,000=

30,000=

30,000=

30,000=

35,000=

3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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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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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면 반곡 용수로 정비사업

    ―동복면 독상리 용수로 정비사업

30,000=

30,00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8,300 88,300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8,300 88,300 70,000

155,000 85,000 70,000 01 시설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13개 읍면)

70,000

70,000경정 120,000,000원 - 기정 50,000,000원 =

경지정리사업 526,121 186,121 3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26,121 186,121 340,000

526,121 186,121 340,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우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340,000

340,000=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76,000 78,000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6,000 78,000 △2,000

76,000 78,000 △2,000 01 시설비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2,000

△2,000경정 76,000,000원 - 기정 78,000,000원 =

[도       △1,000][도 경정            38,000 기정            39,000]

[군       △1,000][군 경정            38,000 기정            39,000]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 2,000 0 2,000

202 여비 2,00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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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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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0 2,000 01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

2,000

2,000=

[국         2,000]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5,290,251 5,281,843 8,408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69,557 1,569,557 0

201 일반운영비 3,700 6,700 △3,000

0 3,000 △3,000 01 사무관리비

  ○이서분교 유지관리

△3,000

△3,000경정 0원 - 기정 3,000,000원 =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 0 3,000

3,000 0 3,000 01 시설비

  ○이서분교 유지관리

3,000

3,000=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022,694 1,014,286 8,408

401 시설비및부대비 8,408 0 8,408

8,408 0 8,408 01 시설비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8,408

8,408=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8,302,117 5,569,240 2,732,877

주민숙원사업 2,844,977 312,100 2,532,877

경로당시설개보수 250,000 150,00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250,000 150,000 100,000

250,000 150,000 100,000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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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경로당개보수

100,000경정 250,000,000원 - 기정 150,000,000원 =

주민숙원사업 2,293,000 10,000 2,28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59,000 10,000 1,749,000

1,739,000 5,000 1,734,000 01 시설비

  ○화순읍 다지1구 농로포장

  ○동면 복림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동면 신운리 운농마을 농로개설

  ○도암면 우치리 농로포장

  ○청풍면 풍암리 마을안길 정비

  ○청풍면 신석2구 마을안길 정비

  ○도암면 벽지리 마을 소교량 설치

  ○북면 수리 마을진입로 포장

  ○남면 벽송리 농로개설

  ○동면 대포3구 배수로 정비

  ○청풍면 대비리 용수로 정비

  ○청풍면 한지리 1구 옹벽설치

  ○북면 노기리 농로개설

  ○화순읍 일심2구 안길 정비

  ○춘양면 월평2구 마을안길정비

1,734,000

20,000=

30,000=

30,000=

30,000=

18,000=

20,000=

20,000=

50,000=

30,000=

25,000=

27,000=

25,000=

100,000=

1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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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능주면 천덕2구 배수로정비

  ○능주면 남정리 농로개설

  ○동복면 연월3구 농로확장

  ○동복면 가수리 1구 교량설치

  ○남면 용리2구 농로포장

  ○남면 장선마을 배수정비

  ○남면 주산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동면 구암1구 배수로정비(넘은골)공사

  ○도곡면 신덕리 농로포장

  ○청풍면 소공원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긴급민원 해결)

20,000 5,000 15,000 03 시설부대비

  ○농촌마을조성 주민숙원사업

15,000=

30,000=

40,000=

30,000=

24,000=

15,000=

20,000=

20,000=

30,000=

40,000=

1,000,000=

15,000

15,000경정 20,000,000원 - 기정 5,000,000원 =

402 민간자본이전 534,000 0 534,000

534,000 0 534,000 01 민간자본보조

  ○화순읍 대리6구 유산각 신축

  ○화순읍 삼천3구 마을회관 신축

  ○화순읍 유창허니문2차 마을회관 신축

  ○화순읍 대리4구 유산각 신축

534,000

25,000=

93,000=

85,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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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한천면 반곡2리 농산물건조장(건축)신축

  ○한천면 정우리 마을회관 정비

  ○청풍면 신리 유산각 신축

  ○이서면 영평2구 도원마을 회관 신축

  ○이서면 보월1리 마을회관 신축

  ○도암면 벽지2구 유산각 보수

  ○동면 구암2구 유산각 설치공사

  ○남면 운산리 유산각 신축

  ○남면 원리2구 유산각 주변 정비공사

20,000=

20,000=

25,000=

85,000=

100,000=

15,000=

10,000=

25,000=

6,000=

농촌마을 기타사업 116,977 87,100 29,877

201 일반운영비 85,850 60,850 25,000

85,850 60,850 25,000 01 사무관리비

  ○일심리4구 마을회관 임대료

25,000

25,00025,000,000원 * 1동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127 26,250 4,877

31,127 26,250 4,877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남면 내리1구)

4,877

4,877경정 31,127,000원 - 기정 26,250,000원 =

[도         9,338][도 경정             9,338 기정                 0]

[군       △4,461][군 경정            21,789 기정            26,250]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사업 75,000 15,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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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주민숙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60,000 0 60,000

60,000 0 60,000 01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60,000

60,00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0,000 0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60,000 0 60,000 01 시설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월곡1구 마을안길정비)

  ○화순읍 일심1리 하수구 정비

60,000

30,000=

[도        30,000]

30,000=

[도        30,000]

전원마을조성 600,000 500,000 100,000

인계리 전원마을조성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전원마을 조성공사(인계지구)

100,000

100,000=

농촌생활환경정비 4,857,140 4,757,140 100,000

농촌생활환경정비 4,857,140 4,757,14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73,140 4,757,140 △784,000

3,953,000 4,757,140 △804,140 01 시설비 △804,14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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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    위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농촌생활환경정비

20,140 0 20,140 03 시설부대비

  ○농촌생활환경정비

100,000=

△904,140경정 3,853,000,000원 - 기정 4,757,140,000원 =

[광     △618,800][광 경정         2,711,200 기정         3,330,000]

[군     △285,340][군 경정         1,141,800 기정         1,427,140]

20,140

20,140=

402 민간자본이전 884,000 0 884,000

884,000 0 884,000 01 민간자본보조

  ○농촌생활환경정비

884,000

884,000=

[광       618,800]

[군       265,200]

행정운영경비(건설재난관리과) 282,999 265,823 17,176

인력운영비 214,999 197,823 17,176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14,999 197,823 17,176

101 인건비 214,999 197,823 17,176

214,999 197,823 17,176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7명)

  ○상여금(7명)

17,176

2,215경정 84,196,000원 - 기정 81,981,000원 =

739경정 28,066,000원 - 기정 27,3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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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부    서 : 건설방재과
정    책 : 행정운영경비(건설재난관리과)
단    위 : 인력운영비

  ○정근수당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반장수당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교통비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보험료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7,0171,002,330원 * 0.5 * 7명 * 2회 =

5,040경정 9,240,000원 - 기정 4,200,000원 =

6,72080,000원 * 7명 * 12월 =

1,200100,000원 * 1명 * 12월 =

222경정 8,420,000원 - 기정 8,198,000원 =

△6,058경정 3,780,000원 - 기정 9,838,000원 =

840경정 5,040,000원 - 기정 4,200,000원 =

2,241경정 5,278,000원 - 기정 3,037,000원 =

△3,011경정 5,815,000원 - 기정 8,826,000원 =

11

77경정 946,000원 - 기정 869,000원 =

△749경정 1,462,000원 - 기정 2,211,000원 =

679경정 6,364,000원 - 기정 5,685,000원 =

146경정 4,600,000원 - 기정 4,454,000원 =

△142경정 150,000원 - 기정 2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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