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안전문화운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30,629,424 30,502,561 126,863

국 4,158,744

광 7,400,600

분 4,198

도 394,320

군 18,671,562

재해 및 재난예방 9,843,694 11,673,650 △1,829,956

국 4,058,744

도 103,008

군 5,681,942

안전문화운동 72,310 55,992 16,318

국 2,317

도 2,011

군 67,982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38,610 29,932 8,678

국 2,317

도 2,011

군 34,282

201 일반운영비 16,726 18,316 △1,590

도 1,483

군 15,243

01 사무관리비 16,726 18,316 △1,590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

1,890

○일반수용비 11,968

―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11,968

7,000원 * 18일 * 15명

도 1,197

군 10,771

○운영수당 1,224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1,224

도 122

군 1,102

○재난예방 장비유지 1,644

도 164

군 1,480

203 업무추진비 2,000 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0 2,000

○안전건설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301 일반보상금 5,250 5,250 0

도 528

군 4,722

09 행사실비보상금 5,250 5,250 0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5,250

도 528

군 4,722

401 시설비및부대비 14,634 6,366 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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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안전문화운동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317

군 12,317

01 시설비 14,634 6,366 8,268

○화순군 재난 종합상황실 정비 10,000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4,6344,634,000원 * 1식

국 2,317

군 2,317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33,700 15,290 18,410

101 인건비 27,900 7,700 20,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900 7,700 20,200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7,900

― 인부임(12명) 25,200

― 4대보험료 2,700

201 일반운영비 5,800 6,590 △790

01 사무관리비 5,800 5,840 △40

○일반수용비 5,800

― 재난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현수막 제작

300

― 긴급 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운영 물품 및 물

놀이안전근무 물품구입 1,000

― 익사사고 예방 수영금지 부표 제작

2,400

― 안전관리 유공 표창패 제작

300

― 추석 및 설명절 재난홍보 현수막 제작

1,800

60,000원 * 5개

1,000,000 * 1식

150,000원 * 16개

100,000원 * 3개

60,000원 * 15개 * 2회

민방위 운영 116,848 40,660 76,188

국 3,412

도 2,989

군 110,447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15,924 8,231 7,693

국 3,412

도 2,989

군 9,523

201 일반운영비 7,500 5,578 1,922

국 885

도 1,220

군 5,395

01 사무관리비 7,500 5,578 1,922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400

○민방위 관련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

150

○운영수당 4,950

150,000원 * 2명 * 8시간

30,000원 * 5명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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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민방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2,0002,000,000원 * 1식

도 600

군 1,400

―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경비

1,9001,900,000원 * 1식

국 570

도 399

군 931

― 안보교육 강사수당 1,0501,050,000원 * 1식

국 315

도 221

군 514

301 일반보상금 8,424 2,653 5,771

국 2,527

도 1,769

군 4,128

09 행사실비보상금 8,424 2,653 5,771

○행사실비보상금 8,424

― 민방위 리더양성 1,4581,458,000원 * 1식

국 437

도 306

군 715

―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지원

1,7801,780,000 * 1식

국 534

도 374

군 872

― 지원 민방위대 교육 5,186

국 1,556

도 1,089

군 2,541

민방위 홍보 및 지원 26,320 6,800 19,520

201 일반운영비 4,460 4,900 △440

01 사무관리비 4,460 4,900 △440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련 용품 구입

1,200

○민방위 경보시설 컨테이너 정비(통제구역 현

황판정비 및 주변정비) 1,500

○민방위 교육용 현수막 제작 360

○주민신고 표창패 제작 200

○민방위 훈련용 현수막 제작

1,200

600,000원 * 2회

1,500,000원 * 1식

60,000원 * 6개

100,000원 * 2개

60,000원 * 4회 * 5개

301 일반보상금 360 1,900 △1,540

09 행사실비보상금 360 1,900 △1,540

○민방위 강사 연수비 360360,000원 * 1명 * 1회

402 민간자본이전 21,500 0 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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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민방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민간자본보조 21,500 0 21,500

○해병대화순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 21,500

민방위 교육훈련(자체) 1,370 1,370 0

301 일반보상금 1,370 1,370 0

09 행사실비보상금 1,370 1,370 0

○직장민방위대 대장교육 570

○화생방 요원교육 300

○민방위훈련 참가자 보상

500

30,000원 * 19명

30,000원 * 10명

25,000원 * 20명 * 1회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63,634 14,859 48,775

201 일반운영비 13,634 14,859 △1,225

01 사무관리비 10,235 11,235 △1,000

○민방위 지휘용 앰프 건전지 구입

150

○읍면 및 본청 민방위 장비 폐기 및 교체구입 10,00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85

3,000원 * 50개

85,000원 * 1박스

02 공공운영비 3,399 3,624 △225

○시설장비유지비 3,399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3,39948,550,000원 * 0.07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50,00050,000,000원

을지연습 9,600 9,400 200

201 일반운영비 9,600 9,200 400

01 사무관리비 9,600 9,200 400

○을지연습 상황판 보수 및 홍보 3,200

○을지연습 관련경비(리본, 물품 등) 2,000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급식비

4,200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0

7,000원 * 600명

100,000원 * 2명

소방관리 178,320 115,580 62,740

소방활동 홍보 및 지원 1,800 1,560 240

201 일반운영비 1,800 1,560 240

01 사무관리비 1,800 1,560 240

○사무관리비 1,800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유공자 표창패 제작

600100,000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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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소방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불조심 강조의달 현수막 제작

1,20060,000원 * 20개

소방장비 유지관리 500 500 0

201 일반운영비 500 500 0

02 공공운영비 500 500 0

○시설장비유지비 200

― 인명구조 활동용 고무보트 수선 및 유지비

200

○연료비 300

―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 출동 유류대(40마력)

300

200,000원

300,000원 * 1대

의용소방대 지원 176,020 113,520 62,500

201 일반운영비 6,000 6,000 0

02 공공운영비 6,000 6,000 0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경비 6,000

301 일반보상금 170,020 107,520 62,50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70,020 107,520 62,500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산불,폭설 등 기타 재

난관련) 82,800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15,000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3,000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3,500

― 출전선수 훈련경비 2,000

― 버스 임차료 1,500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

720

○의용소방대 피복비 60,000

○지역소방대장 안보현장 교육비용

5,000

46,000원 * 600명 * 3회

20,000원 * 100명

500,000원 * 3대

30,000원 * 2명 * 12회

100,000원 * 600명 * 1회

5,000,000원 * 1회

재해예방 및 복구 190,216 205,081 △14,865

국 3,015

도 16,008

군 171,193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6,030 3,100 2,930

국 3,015

도 1,508

군 1,507

201 일반운영비 6,030 3,100 2,930

국 3,015

도 1,508

군 1,507

01 사무관리비 6,030 3,100 2,930

○일반수용비 6,03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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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재해예방 및 복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3,015

도 1,508

군 1,507

풍수해보험 20,000 20,000 0

도 10,000

군 10,00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도 10,000

군 10,000

06 보험금 20,000 20,000 0

○풍수해 보험 20,00020,000,000 * 1식

도 10,000

군 10,000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 9,000 17,000 △8,000

도 4,500

군 4,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 17,000 △8,000

도 4,500

군 4,500

01 시설비 9,000 17,000 △8,000

○재해예방 장비교체 9,000

도 4,500

군 4,500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142,520 147,382 △4,862

201 일반운영비 124,770 127,632 △2,862

01 사무관리비 32,800 35,740 △2,940

○일반수용비 12,800

― 방재실제 훈련비디오 제작

800

―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

2,000

― 방재실제훈련 플래카드 제작

600

―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표창패 제작

1,000

― 재난안전선 제작(13개 읍면) 2,000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2,800

― 재난대비 위성전화 수리 1,000

―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 인쇄(30부) 1,500

― 재난상황판 정비 900

― 강우량 검정 수수료 200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0,000

800,000원 * 1회

2,000,000원 * 1식

60,000원 * 10매

100,000원 * 10명

100,000원 * 4명 * 7회

200,000원 * 5개

02 공공운영비 91,970 91,892 78

○공공요금 및 제세 9,092

- 6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재해예방 및 복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1,000

―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520

― 도청~시군간 일제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2,940

―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통신요금

252

―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1,080

― 재난문자 전송이용료 480

― 한지2 배수문 전동화 전기사용료

420

― 굴삭기 보험료 400

○연료비 30,858

―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

858

― 굴삭기 유류대(160일) 30,000

○시설장비유지비 52,020

―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 1,200

― 배수문도색,주유 및 보수

2,000

― 배수문 주변 정비 1,000

―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 15,000

―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수 펌프유지 및 모

니터링(원격제어) 장비설비 유지

6,000

― 만연천, 벌고천 지수 펌프 전기요금

20,000

― 강우량 관측장비전산망 위탁관리

5,720

― 동가, 호암, 화순천 가동보 전기요금 1,100

1,000,000 * 1식

35,000원 * 6대 * 12월

245,000원 * 12월

7,000원 * 3대 * 12월

30,000원 * 3대 * 12월

40,000원 * 12월

35,000원 * 12월

400,000원 * 1대

1,650원 * 10ℓ * 52일

1,200,000 * 1식

200,000원 * 10개소

200,000원 * 5개소

15,000,000원

6,000,000 * 1식

2,000,000원 * 10개월

55,000원 * 13개소 * 8개월

206 재료비 13,500 13,500 0

01 재료비 13,500 13,500 0

○수방자재구입 6,000

○오탁방지망 7,500150,000원 * 50m

301 일반보상금 1,250 1,250 0

11 기타보상금 1,250 1,250 0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

750

○재난 실제(모의)훈련 참가자 일비보상

500

50,000원 * 15명

10,000원 * 50명 * 1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 5,000 △2,000

01 시설비 3,000 5,000 △2,000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0003,000,000원 * 1식

- 7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재해예방 및 복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2,666 17,599 △4,933

201 일반운영비 1,290 1,200 90

02 공공운영비 1,290 1,200 90

○연료비 990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류대

990

○공공요금 및 제세 300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통신료

300

1,650원 * 20ℓ * 30일

50,000원 * 6개월

301 일반보상금 6,399 6,399 0

09 행사실비보상금 6,399 6,399 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급량비(237명)

1,659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여비 4,740

7,000원 * 237명

20,000원 * 237명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4,977 10,000 △5,023

02 민간인재해보상금 4,977 10,000 △5,023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

4,9777,000원 * 237명 * 3일

하천관리 9,286,000 11,256,337 △1,970,337

국 4,050,000

도 82,000

군 5,154,000

소하천 정비 4,200,000 4,151,522 48,478

국 1,850,000

군 2,3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00,000 4,151,522 48,478

국 1,850,000

군 2,350,000

01 시설비 4,175,000 4,151,522 23,478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 1,490,000

국 750,000

군 740,000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 1,490,000

국 750,000

군 740,000

○천지 소하천 정비사업 695,000

국 350,000

군 345,000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 용역 500,0005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25,000 0 25,000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 10,000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 10,000

○천지 소하천 정비사업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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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재해위험 지구정비 3,000,000 3,309,000 △309,000

국 1,500,000

군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3,309,000 △309,000

국 1,500,000

군 1,500,000

01 시설비 2,690,000 3,309,000 △619,000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90,000

국 1,500,000

군 1,190,000

02 감리비 300,000 0 300,000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000

하천정비 655,000 265,000 3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5,000 265,000 390,000

01 시설비 645,000 265,000 380,000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 등 45,000

○화순천 유지관리 10,000

○만연천 유지관리 10,000

○벌고천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 5,000

○도곡면 신성천 교량 재정비 공사 50,000

○외남천 하상 정비 55,000

○북면 서유1구 진입로 복개 30,000

○남면 원리1천 정비사업 30,000

○도곡면 신성천 정비사업 10,000

○도암면 우치리 문바위골 소하천정비 15,000

○동복면 안성리 독재 소하천 정비 25,000

○북면 수리 소하천 정비 15,000

○북면 옥리1구 소하천 정비 25,000

○이서 안심 소하천 정비 30,000

○이서 인계리 소하천 정비 30,000

○청풍 대비리 소하천 정비 25,000

○화순읍 내평리 소하천 정비 30,000

○화순읍 서태리2구 소하천 정비 30,000

○화순읍 이십곡리 1구 소하천 정비 15,000

○남면 대곡천 정비 20,000

○남면 송암천 정비 20,000

○남면 오룡천 정비 20,000

○도암 봉하리 남교 소하천 정비 20,000

○북면 다곡리 소하천 정비 30,000

○청풍 어리 소하천 정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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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10,000

하천재해예방 264,000 302,000 △38,000

도 82,000

군 18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4,000 302,000 △38,000

도 82,000

군 182,000

01 시설비 264,000 302,000 △38,000

○소하천 유지관리 50,000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13개읍면) 40,000

○하천퇴적토 준설사업 64,00064,000,000원

도 32,000

군 32,000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50,000

도 25,000

군 25,000

○지방하천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62개소) 10,000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 50,000

도 25,000

군 25,000

하천정비사업 1,167,000 2,180,000 △1,013,000

국 700,000

군 46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67,000 2,180,000 △1,013,000

국 700,000

군 467,000

01 시설비 947,000 2,180,000 △1,233,000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947,000947,000,000원 * 1식

국 700,000

군 247,000

02 감리비 200,000 0 200,000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200,000

03 시설부대비 20,000 0 20,000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20,000

도로시설 관리 3,117,369 2,387,103 730,266

가로질서확립 55,574 114,983 △59,409

노점상단속 20,194 20,223 △29

101 인건비 20,194 20,223 △2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94 20,223 △2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 20,194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15,00050,000원 * 150일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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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가로질서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휴 및 월차수당 3,000

― 건강보험료 613

― 장기요양보험 21

― 국민연금 936

― 고용보험 312

― 산재보험료 312

50,000원 * 30일 * 2명

20,800,000원 * 2.945%

612,560원 * 3.275%

20,800,000원 * 4.5%

20,800,000원 * 1.5%

20,800,000원 * 1.5%

가로질서 확립 13,380 12,760 620

101 인건비 8,100 7,560 54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00 7,560 540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8,10045,000원 * 15개소 * 12명

201 일반운영비 5,280 5,200 80

01 사무관리비 5,280 5,200 8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소모품구입(지시

봉, 호루라기 등) 60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급식비

3,08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피복비

600

○교통량조사용품 구입(후레쉬,건전지,완장,간

식 등) 1,000

600,000원 * 1식

7,000원 * 220일 * 2명

150,000원 * 2회 * 2명

1,000,000 * 1회

국유재산관리 22,000 32,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22,000 32,000 △10,000

01 사무관리비 22,000 32,000 △10,000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0

○행정대집행 수수료 10,000

가로등관리 801,743 727,980 73,763

가로등설치 및 보수 801,743 727,980 73,763

101 인건비 4,243 3,980 26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43 3,980 263

○가로등(보안등) 보수 일용인부임(전공)

2,460

○가로등(보안등) 보수 일용인부임(보통)

1,580

○산재보험료 167

○고용보험료 36

123,000원 * 1명 * 20일

79,000원 * 20일

4,498,000원 * 3.7%

4,498,000원 * 0.79%

201 일반운영비 432,000 432,000 0

02 공공운영비 432,000 432,000 0

○절전형 보안등(ESCO) 설비투자 상환금

432,00036,000,000원 * 12개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365,500 292,000 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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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가로등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60,500 287,000 73,500

○보안등 설치공사 130,000

○가로등 제어함 및 유니트 구입

17,500

○전자식 점멸기 구입 10,000

○전자식 점멸기 교체 공사 10,000

○가로등 번호찰 유지 관리 5,000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2,313등) 50,000

○보안등 유지관리(8,590등) 100,000

○무선점멸기 구입 13,000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25,000

1,000,000원 * 130개소

3,500,000원 * 5개

50,000원 * 200개

25,000원 * 400개

10,000원 * 500개

130,000원 * 100개

250,000원 * 100개소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 5,000

군도관리 1,220,000 897,140 322,860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350,000 503,600 △153,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 503,600 △153,600

01 시설비 350,000 500,000 △150,000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350,000

군도 유지관리 770,000 143,540 626,460

401 시설비및부대비 770,000 143,540 626,460

01 시설비 770,000 143,000 627,000

○군도유지관리사업(16개노선) 150,000

○군도14호선 이서보월지구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 40,000

○교통안전시설(표지병 등)설치 30,000

○노후교량 보수 공사(2개소) 500,000

○북면 군도16호선 선형개량 50,000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99,100 0 99,100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 99,100

03 시설부대비 900 0 900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 900

농어촌도로 관리 720,000 271,090 448,91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00,000 69,290 130,71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69,290 130,710

01 시설비 198,920 68,550 130,37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231개노선) 148,920

○남면 리도201호선 정비공사 30,000

○도곡 리도201호선 정비공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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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농어촌도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80 740 34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231개노선) 1,080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 공사 200,000 100,900 99,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00,900 99,100

01 시설비 194,140 100,000 94,140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 194,140

03 시설부대비 5,860 900 4,960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 5,860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198,560 0 198,560

○이양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198,560

03 시설부대비 1,440 0 1,440

○이양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1,440

능주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120,000 0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0 120,000

01 시설비 119,136 0 119,136

○능주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119,136

03 시설부대비 864 0 864

○능주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864

도로유지보수 320,052 375,910 △55,858

도로 유지관리 320,052 351,910 △31,858

101 인건비 3,000 3,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3,000 0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3,000

201 일반운영비 97,452 95,270 2,182

01 사무관리비 34,260 30,900 3,360

○수로원 방한복 3,900

○제설장비 임차료 20,000

○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500

○수로원 안전장비 구입 2,000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1,500

○수해복구 및 제설작업 급량비

3,360

300,000원 * 13명

400,000원 * 10개면 * 5일

350,000원 * 10대

7,000원 * 12명 * 20일 *2회

02 공공운영비 63,192 64,370 △1,178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560

○시설장비(진동로라) 유지관리비

400

1,300원 * 10ℓ * 120일

400,000원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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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도로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장비(예취기) 유지관리비

450

○시설장비(제설장비) 유지관리비 6,000

○시설장비(굴삭기) 유지관리비

8,000

○시설장비(덤프트럭) 유지관리비

6,600

○수로원 이륜차 유류대 3,360

○굴삭기 유류대 20,400

○덤프트럭 유류대 15,912

○제설장비 유류대 510

150,000원 * 3대

8,000,000원 * 1대

3,300,000원 * 2대

280,000원 * 12월

1,700원 * 100리터 * 120일

1,700원 * 60ℓ *78일 * 2대

206 재료비 69,600 102,100 △32,500

01 재료비 69,600 102,100 △32,500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 2,100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17,500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25,000

○설해대책용 액상제설제 구입 25,000

700원 * 3,000매

35,000원 * 500㎥

500원 * 50,000kg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151,540 △1,540

01 시설비 150,000 151,000 △1,000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100,000

○교통시설물(도로표지판 등)설치 50,000

농업 경쟁력 강화 10,900,023 12,440,632 △1,540,609

국 100,000

광 5,007,600

분 4,198

도 144,000

군 5,644,225

농업생산 기반조성 6,011,896 4,462,646 1,549,250

국 100,000

광 1,604,600

분 4,198

도 144,000

군 4,159,098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52,000 152,000 0

도 76,000

군 7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2,000 152,000 0

도 76,000

군 76,000

01 시설비 152,000 150,910 1,090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2,000

도 76,000

군 76,000

한발대비용수개발 192,000 192,000 0

광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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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38,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2,000 192,000 0

광 153,600

군 38,400

01 시설비 192,000 190,620 1,38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92,000

광 153,600

군 38,400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58,000 58,000 0

도 29,000

군 2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000 58,000 0

도 29,000

군 29,000

01 시설비 58,000 57,480 520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58,000

도 29,000

군 29,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757,500 1,743,000 1,014,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75,500 1,653,000 1,022,500

01 시설비 2,665,500 1,633,000 1,032,500

○죽청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

료 1,500

○관정 개발사업(중형관정)

40,000

○동면 운농리 관정개발 20,000

○남면 검산1구 농로포장공사 15,000

○남면 검산1구 용수로정비사업 20,000

○남면 대곡1구 용수로정비사업 30,000

○남면 대곡리 배수로정비 10,000

○남면 사평리 농로확포장 공사 13,000

○남면 원리1구 용배수로정비 30,000

○남면 유마리 농로포장 공사 10,000

○남면 장전리 배수로정비 30,000

○능주면 남정1구 용배수로 정비 30,000

○능주면 관영리 용배수로정비 30,000

○능주면 광사리 용배수로정비 30,000

○능주면 잠정리 농로정비 20,000

○도곡면 덕곡2구 농로포장 20,000

○도곡면 미곡1구 배수로정비 20,000

○도곡면 신덕3구 농로포장 25,000

○도곡면 원화2구 배수로정비 20,000

○도곡면 효산1구 배수로정비 30,000

○도암면 운월2구 농로포장 25,000

374,990원 * 4개월

20,000,000원 * 2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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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암면 지월2구 배수로정비 30,000

○도암면 행산리 농로포장 20,000

○도암면 호암리 배수로정비 30,000

○도암면 왕정리 농로포장 20,000

○도암면 정천리 농로포장 15,000

○도암면 천태2구 농로포장 30,000

○동면 동림마을뒤 농로포장 25,000

○동면 마산리 배수로정비 15,000

○동면 복암1구 농로정비 35,000

○동면 오도 농로개설공사 15,000

○동면 용생(신원) 농로 확장 25,000

○동면 장동1리 농로포장공사 30,000

○동면 장동2리 농로포장공사 15,000

○동면 장동2리 배수로정비 25,000

○동면 천동 농로포장공사 15,000

○동복면 구암2구 축동마을 농로정비 10,000

○동복면 신율1구 농로개설 15,000

○동복면 신율2구 용배수로 및 수문정비 10,000

○동복면 연월1구 농수로 개거 설치 30,000

○동복면 칠정2리 농로포장공사 25,000

○동복면 신율1구 배수로정비 및 포장 20,000

○동복면 신율1구 용배수로정비 30,000

○동복면 유천리 농로포장 12,000

○동복면 한천리 농로 아스콘덧씌우기 15,000

○북면 길성리 농로정비 20,000

○북면 노기리 농로포장 100,000

○북면 방리 농로포장 25,000

○북면 송단1구 농로포장 20,000

○북면 옥리2구 농로정비 15,000

○북면 용곡1구 마을농로포장 25,000

○북면 원리 농로포장 20,000

○북면 학천 농로포장 20,000

○이서면 인계1리 용배수로정비 25,000

○이서면 갈두리 농로포장 25,000

○이서면 야사리 농로포장 10,000

○이서면 야사2구 농로포장 20,000

○이서면 영평리 농로개설 공사 30,000

○이서면 창랑리 용배수로정비 15,000

○이양면 묵곡1구 농로포장 10,000

○이양면 송정1구 농로포장 20,000

○이양면 오류2구 농로포장 20,000

○이양면 율계리 농경지 진입로 개설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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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양면 이양1구 대형관정 개발 20,000

○이양면 장산마을 농로포장 25,000

○아양면 증리 농로포장 30,000

○이양면 초방2구 상초방마을 농로포장 30,000

○이양면 강성2구 돈바위마을 용배수로정비 20,000

○이양면 매정1구 농로포장공사 10,000

○이양면 송정1구 용수로정비 공사 20,000

○이양면 연화리 용배수로정비 공사 18,000

○이양면 오류4구 용배수로정비 공사 20,000

○이양면 이양1구 용배수로정비 공사 30,000

○청풍면 세청2리 용배수로정비 공사 30,000

○청풍면 한지1리 농로포장 공사 20,000

○청풍면 백운리 용배수로정비 공사 10,000

○청풍면 신리1구 마을앞 배수로정비 공사 10,000

○춘양면 가봉(봉무정) 배수로정비 공사 20,000

○춘양면 산간리 배수로정비 공사 20,000

○춘양면 석정(돌정) 용배수로정비 공사 25,000

○춘양면 양곡 양수장 개보수 30,000

○춘양면 회송(칠송) 용배수로정비 공사 20,000

○춘양면 가봉 용배수로정비 공사 30,000

○춘양면 대신3구 농로포장 20,000

○춘양면 양곡리 용배수로정비 공사 30,000

○한천면 동가1구 배수로정비 공사 20,000

○한천면 정우리 배수로정비 공사 25,000

○한천면 한계리 보시설 30,000

○화순읍 감도1구 농로개설 및 포장 20,000

○화순읍 감도1구 농로포장 20,000

○화순읍 다지1구 용수로정비 30,000

○화순읍 대리 용배수로정비 30,000

○화순읍 대리1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0,000

○화순읍 도웅2구 용수로정비 25,000

○화순읍 삼천1구 배수로정비 30,000

○화순읍 삼천3구 배수로정비 20,000

○화순읍 서태1구 농업용관정 개발 20,000

○화순읍 수만1구 농로포장 20,000

○화순읍 수만3구 농로개설 10,000

○화순읍 연양1구 배수로 정비 및 가드레일 설

치 20,000

○화순읍 이십곡리2구 농로다리 및 배수로 정비 20,000

○화순읍 주도3구 용배수로 정비 30,000

○화순읍 주도3구 용수로 정비 30,000

○화순읍 도웅1구 농로개설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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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능주 만인리 농로포장 10,000

○도곡 덕곡1리 농로포장 25,000

○도곡 쌍옥1리 배수로 정비 25,000

○도암 지월3구 농로포장 20,000

○도암 운월1구 배수로 정비 15,000

○동면 무포리 개거 시설 17,000

○동면 서성리 배수로 정비 20,000

○동복 칠정리 농로포장 25,000

○북면 송단2리 농로포장 35,000

○이서 인계2리 농로포장 25,000

○화순읍 강정리 배수로 설치 34,000

03 시설부대비 10,000 20,000 △10,000

○주민숙원사업 추진 1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2,000 90,000 △8,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2,000 90,000 △8,000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 30,000

○능주면 잠정1지구 용수로 설치 30,000

○동면 서성저수지 준설 22,00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78,396 58,396 20,000

분 4,198

군 74,198

307 민간이전 8,396 8,396 0

분 4,198

군 4,198

02 민간경상보조금 8,396 8,396 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8,3968,396,000원 * 1식

분 4,198

군 4,198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50,000 20,000

01 시설비 70,000 50,000 20,000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20,000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00

○위험 저수지 보수 실시 설계 30,000

200,000원 * 100개소

2,000,000원 * 10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5,000 135,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5,000 135,000 20,000

01 시설비 155,000 135,000 20,000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13개 읍면) 80,000

○춘양면 가동지구 관정개발사업 한전불입금

45,000

○흙수로 준설 장비임차료(13개 읍면) 30,000

45,000원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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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리시설유지관리 22,000 22,000 0

201 일반운영비 22,000 22,000 0

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0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7,200

○국공유재산(농림부소관)관리 측량수수료

6,000

○국공유재산(농림부소관)관리 등기수수료

1,800

120,000원 * 60공

200,000원 * 30필지

45,000원 * 40필지

02 공공운영비 7,000 7,000 0

○양수장비 정비비 7,000

지표수 보강 개발 959,000 700,000 259,000

광 771,000

군 18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59,000 700,000 259,000

광 771,000

군 188,000

01 시설비 959,000 695,590 263,410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771,000

광 771,000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88,000

구암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1,360,000 1,300,000 60,000

광 680,000

군 6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0,000 1,300,000 60,000

광 680,000

군 680,000

01 시설비 1,360,000 1,295,320 64,680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360,000

광 680,000

군 680,000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78,000 78,000 0

도 39,000

군 3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8,000 78,000 0

도 39,000

군 39,000

01 시설비 78,000 77,300 700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78,000

도 39,000

군 39,00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국 100,000

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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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국 100,000

군 1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동면 오곡제 정비공사 200,000

국 100,000

군 100,000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4,888,127 7,977,986 △3,089,859

광 3,403,000

군 1,485,12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00 20,000 0

207 연구개발비 20,000 20,000 0

01 연구용역비 20,000 20,000 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성검토 용역 20,000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15,271 1,217,986 397,285

광 1,126,000

군 489,271

201 일반운영비 3,700 3,700 0

02 공공운영비 3,700 3,700 0

○이서분교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 3,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 0 3,000

01 시설비 3,000 0 3,000

○이서분교 유지관리 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08,571 1,214,286 394,285

광 1,126,000

군 482,571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608,571 1,214,286 394,285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08,571

광 1,126,000

군 482,571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642,857 1,000,000 △357,143

광 450,000

군 192,85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42,857 993,700 △350,843

광 450,000

군 192,857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42,857 993,700 △350,843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642,857

광 450,000

군 192,857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8,571 1,622,857 △1,294,286

광 230,000

군 9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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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8,571 0 328,571

광 230,000

군 98,571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28,571 0 328,571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8,571

광 230,000

군 98,571

춘양면소재지정비사업 902,857 955,714 △52,857

광 632,000

군 270,857

401 시설비및부대비 902,857 955,714 △52,857

광 632,000

군 270,857

01 시설비 902,857 949,694 △46,837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02,857

광 632,000

군 270,857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378,571 681,429 697,142

광 965,000

군 413,571

401 시설비및부대비 1,378,571 681,429 697,142

광 965,000

군 413,571

01 시설비 1,378,571 677,139 701,432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378,571

광 965,000

군 413,571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6,186,571 3,401,043 2,785,528

광 2,393,000

군 3,793,571

주민숙원사업 3,138,000 283,900 2,854,100

경로당시설개보수 100,000 1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100,000 0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경로당개보수 100,000

주민숙원사업 2,978,000 0 2,978,000

201 일반운영비 115,000 0 115,000

01 사무관리비 115,000 0 115,000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0,000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20,000

○일심4구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 25,000

○향청리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 50,000

○만연1구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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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167,000 0 2,167,000

01 시설비 2,157,000 0 2,157,000

○신원~천신암 도로 확포장 50,000

○능주 광사리 농로포장 공사 20,000

○능주 내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능주 만인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능주 백암2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15,000

○능주 잠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능주 천덕1구 ~ 2구 마을 연결도로 정비공사 30,000

○남면 다산리 석축 정비 30,000

○남면 사평1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25,000

○남면 송암~야동간 아스콘 덧씌우기 25,000

○남면 원리2구 진입로 정비사업 30,000

○남면 천왕봉 진입도로 개설 50,000

○능주 만수2구 안길 포장 15,000

○도곡 신덕1구 배수로 정비 30,000

○도곡 신성천 교량 가설 40,000

○도곡 월곡3구 농로포장 보수공사 20,000

○도곡 효산1구 마을안길 정비 30,000

○도곡 죽청리1구 구거정비 30,000

○도곡 평리 우수관 설치 12,000

○도암 우치리 농로포장 30,000

○도암 운월1구 안길 정비 20,000

○도암 지월리 도로 배수로 정비 30,000

○도암 운월2구 건조장 포장 30,000

○도암 운월2구 안길 포장 20,000

○도암 천태리 마을안길 정비 30,000

○동면 서성리 마을 안길 정비 25,000

○동면 신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동면 운농3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동면 하서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30,000

○동복 가수1리 버스승강장 앞 농수로 정비 10,000

○동복 가수리 세월교(배밭) 설치 10,000

○동복 구암2구(용지)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0,000

○동복 독상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5,000

○동복 안성2구 안길포장 15,000

○북면 다곡(웅곡) 마을안길 정비 30,000

○북면 상곡마을 진입로 포장 25,000

○북면 원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000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25,000

○이양면 구례리 마을안길 포장 25,000

○이양면 구례리 마을 진입로 포장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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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양면 묵곡1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청풍 신석2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청풍 차리1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청풍 청용리 교량설치 공사 20,000

○청풍 풍암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청풍 차리2구 당산나무 주변정비 15,000

○청풍 차리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0

○청풍 풍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7,000

○춘양 문치마을 창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0,000

○춘양 부평마을 창고 철거 및 주차장 설치 15,000

○춘양 용곡리 도로측구 배수로 정비 25,000

○춘양 용두리 마을창고 철거 및 주차장 설치 15,000

○춘양 우봉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한천 결우 마을 안길 포장 20,000

○한천 정리 배수로 정비 30,000

○한천 한계2구 마을진입로 정비 30,000

○화순 내평리 인도 정비 10,000

○화순 수만3구(중지마을) 도로 법면 보강 15,000

○화순고등학교 담장설치 및 주변정비 15,000

○화순시장 ~ 남산공원 연결도로 계단설치 18,000

○화순읍 계소1구 안길포장 35,000

○화순읍 계소1구 주차장 및 주변정비 15,000

○화순읍 광덕2구 마을광장 포장 15,000

○화순읍 다지리1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15,000

○화순읍 다지리2구 도로 법면 보수 20,000

○화순읍 다지리2구 석축 정비 20,000

○화순읍 대리4구 안길 재포장 및 하수도 정비 35,000

○화순읍 벽라1구 안길포장 10,000

○화순읍 벽라1구 주차장 재포장 15,000

○화순읍 세량리 구거 복개 30,000

○화순읍 세량리 안길 확포장 40,000

○화순읍 수만리 1구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000

○화순읍 연양2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000

○화순읍 유천1구 진입로 개설 20,000

○화순읍 일심리3구 마을 주차장 설치 150,000

○화순읍 주도리 2구 마을안길 포장 30,000

○수만리 아스콘 덧씌우기 25,000

○도곡 대곡3구 가드레일 설치 15,000

○동면 청궁리 도로정비 25,000

○북면 임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35,000

○이서 영평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50,000

○춘양 지석천(고인돌공원입구) 소교량 가설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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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곡 원화리 마을안길 확포장 30,000

○도곡 신덕리 진입로 정비 2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10,000

402 민간자본이전 696,000 0 696,000

01 민간자본보조 696,000 0 696,000

○남면 용리1구 정각 정비사업 10,000

○남면 장전2구 정각 보수공사 20,000

○능주 남정리 정각 신축 25,000

○능주 만인2구 정각 신축 25,000

○도곡 신성1구 마을 정각 비가림 시설 10,000

○도곡 천암리 마을회관 증축 20,000

○도곡 등광리 경로당 개보수 10,000

○동복 구암2구 축동마을 정각 설치 25,000

○이서 보월1리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설치 20,000

○이서 서리 유산각 정비공사 20,000

○청풍 세청2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10,000

○청풍 신리1구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 20,000

○청풍 어리 마을정자 보수 공사 10,000

○춘양 변천 정각 개보수 정비 10,000

○춘양 양곡 마을회관 보수 10,000

○춘양 화림(임동) 마을회관 개보수 15,000

○춘양 화림(화곡) 마을회관 화장실 정비 15,000

○한천 가암2구 마을회관 보수 10,000

○한천 모산1구 경로당 보수 10,000

○한천 오음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70,000

○화순 내평2 마을회관 화장실 개축 15,000

○화순 성안마을 정각 신축 20,000

○화순 일심1구 여자 노인당 화장실 신축 15,000

○화순 광덕2구 경로당 남자화장실 보수 5,000

○화순 내평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축 15,000

○화순 대리 대광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15,000

○화순 만연5구 여자노인당 보수 6,000

○화순 부영3차 여자경로당 보수 10,000

○화순 유천2리 정각 설치 20,000

○화순 이십곡리 상촌 경로당 보수 10,000

○화순 일심1구 여자노인당 화장실 신축 15,000

○화순 청미래아파트 정각 신축 20,000

○춘양 대신리 빨래터 비가림 시설 설치 10,000

○한천 오음2구 쉼터 정비 15,000

○화순 남산(성안마을) 쉼터 조성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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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곡 대곡2구 경로당 개보수 20,000

○도곡 신덕1구 마을정각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곡 신덕2구 마을정각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곡 쌍옥1구 마을정각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곡 원화1구 마을정각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곡 월곡2구 마을정각 비가림시설 설치 10,000

○도곡 효산1구 마을회관 주변정비 30,000

○도곡 평리 마을회관 주변정비 20,000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사업 30,000 133,000 △103,000

402 민간자본이전 30,000 133,000 △103,000

01 민간자본보조 30,000 133,000 △103,000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 30,000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 30,000 5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50,000 △20,000

01 시설비 30,000 50,000 △20,000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 30,000

전원마을조성 200,000 300,000 △100,000

다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192,800 200,000 △7,200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92,800

03 시설부대비 7,200 0 7,200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사업

7,2002,000,000,000원 * 0.36%

농촌생활환경정비 2,848,571 2,817,143 31,428

광 2,393,000

군 455,571

농촌생활환경정비 2,848,571 2,817,143 31,428

광 2,393,000

군 455,571

401 시설비및부대비 2,848,571 2,817,143 31,428

광 2,393,000

군 455,571

01 시설비 2,838,424 2,817,143 21,281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30,000

○농촌생활환경정비 2,808,424

광 2,393,000

군 415,424

03 시설부대비 10,147 0 10,147

○농촌생활환경정비 10,147

재무활동(안전건설과) 180,000 180,000 0

- 25 -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재무활동(안전건설과)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내부거래지출 180,000 180,000 0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80,000 180,000 0

702 기금전출금 180,000 180,000 0

01 기금전출금 180,000 180,000 0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80,000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333,767 313,133 20,634

도 117,312

군 216,455

기본경비 70,000 68,000 2,000

기본경비 70,000 68,000 2,000

201 일반운영비 45,000 43,000 2,000

01 사무관리비 45,000 43,000 2,000

○일반수용비 23,000

― 부서운영 20,000

― 인쇄 및 홍보물 제작(부서총괄) 3,000

○급량비(부서운영) 22,000

202 여비 25,000 25,000 0

01 국내여비 25,000 25,000 0

○부서운영 25,000

인력운영비 263,767 245,133 18,634

도 117,312

군 146,455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63,767 245,133 18,634

도 117,312

군 146,455

101 인건비 263,767 241,213 22,554

도 117,312

군 146,455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3,767 241,213 22,554

○기본급 91,3951,088,030원 * 7명 * 12월

도 52,226

군 39,169

○상여금 30,4651,088,030원 * 7명 * 4월

도 17,408

군 13,057

○정근수당 7,617544,020원 * 7명 * 2월

도 4,352

군 3,265

○근속가산금 3,78045,000원 * 7명 * 12월

도 2,160

군 1,620

○명절휴가비 9,140652,820원 * 7명 * 2회

도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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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안전건설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3,918

○급식비 8,400100,000원 * 7명 * 12월

도 4,800

군 3,600

○교통보조비 5,04060,000원 * 7명 * 12월

도 2,880

군 2,160

○현장근로수당 4,20050,000원 * 7명 * 12월

도 2,400

군 1,800

○가계보조수당 9,240110,000원 * 7명 * 12월

도 5,280

군 3,960

○위생수당 6,72080,000원 * 7명 * 12월

도 3,840

군 2,880

○반장수당 1,200

○휴일근무수당 10,080

100,000원 * 1명 * 12월

120,000원 * 7명 * 12일

도 5,760

군 4,320

○시간외 근무수당(재해시)

6,30015,000원 * 7명 * 60시간

도 3,600

군 2,700

○시간외 근무수당(기본)

8,400

○가족수당 5,040

― 배우자 3,360

10,000원 * 7명 * 10시간 * 12월

40,000원 * 7명 * 12월

도 1,440

군 1,920

― 기타가족 1,68020,000원 * 7명 * 12월

도 1,440

군 240

○피복비(근무복) 2,800200,000원 * 7명 * 2회

도 1,600

군 1,200

○연가보상비 5,08260,500원 * 7명 * 12일

도 2,904

군 2,178

○처우개선비 5,484

○수로원 퇴직금 16,000

○사회보험료 27,384

― 실업급여 1,397

― 고용보험료 1,827

― 산재보험료 7,952

― 건강보험료 6,329

― 장기요양보험료 208

― 국민연금 9,671

91,394,000원 * 6/100

16,000,000원 * 1명

214,896,000원 * 0.65%

214,896,000원 * 0.85%

214,896,000원 * 3.7%

214,896,000원 * 2.945%

6,328,000원 * 3.275%

214,896,000원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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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건설과

정책: 지역방위체계확립

단위: 지역방위체계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방위체계확립 68,000 107,000 △39,000

도 30,000

군 38,000

지역방위체계확립 68,000 107,000 △39,000

도 30,000

군 38,000

지역방위체계 확립 68,000 107,000 △39,000

도 30,000

군 38,00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02 민간경상보조금 8,000 8,000 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8,0008,000,000원 * 1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00 90,000 △30,000

도 30,000

군 30,000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60,000 90,000 △30,000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

30,00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0,000

30,000,000원 * 1식

30,000,000원

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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