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가로질서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건설과 43,139,945 42,389,785 750,160

국 3,656,000

균 140,000

도 2,047,044

군 37,296,901

도로시설 관리 9,099,689 6,512,585 2,587,104

가로질서확립 14,800 14,400 400

가로질서 확립 1,800 1,400 400

101 인건비 1,000 800 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 800 20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피복비

1,000250,000원 * 2회 * 2명

201 일반운영비 800 600 200

01 사무관리비 800 600 20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소모품구입 800

국유재산관리 13,000 13,000 0

201 일반운영비 13,000 13,000 0

01 사무관리비 13,000 13,000 0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8,000

○행정대집행 수수료 5,000

가로등관리 738,280 1,355,920 △617,640

가로등설치 및 보수 738,280 1,355,920 △617,640

201 일반운영비 4,680 66,920 △62,240

02 공공운영비 4,680 66,920 △62,240

○공공조명 원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2,700

○무선원격 점멸기 통신 이용료 1,980

401 시설비및부대비 733,600 1,289,000 △555,400

01 시설비 730,000 1,285,000 △555,000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 20,000

○가로등 SMPS(안정기)구입 20,000

○보안등 설치공사 200,000

○보안등 LED등기구 구입 66,000

○LED 가로등(보안등) 모듈 구입 20,000

○보안등 유지관리(10,105등) 200,000

○loT 무선원격점멸기 구입 45,000

○loT 무선원격점멸기 교체공사

9,000

○로고젝터(빛 조명장치) 유지관리비 10,000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60,000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 80,000

1,000,000원 * 200개소

330,000원 * 200개

150,000원 * 300개

30,000원 * 300개

2,000,000원 * 30개소

80,000,000 * 1식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가로등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3,600 4,000 △400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 3,600

군도관리 2,821,444 2,261,000 560,444

군도 유지관리 699,000 551,000 14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99,000 551,000 148,000

01 시설비 693,000 545,000 148,000

○군도 유지관리사업(16노선) 250,000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00,000

○군도 10호선 도곡면 효산리~죽청리 아스콘덧

씌우기 150,000

○이서면 군도 23호선(야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교통안전시설(표지병 등)설치 30,0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50,000

03 시설부대비 6,000 6,000 0

○군도 유지관리사업(16노선) 6,000

동면 군도 9호선(백용~언도) 확포장공사 1,000,000 0 1,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동면 군도9호선(백용~언도) 확포장공사 1,000,000

노후교량보수공사 1,122,444 1,710,000 △587,556

401 시설비및부대비 1,122,444 1,710,000 △587,556

01 시설비 1,122,444 1,710,000 △587,556

○능주교 정밀안전점검 21,000

○도산교 정밀안전점검 21,000

○물렴교 정밀안전점검 19,000

○미곡교 정밀안전점검 22,000

○용두교 정밀안전점검 21,000

○우봉교 정밀안전점검 21,000

○도로교량 정기안전점검 161,444

○노후위험교량 개축(용반1교) 공사 786,000

○한천면 동가리 군도17호선 확포장공사 50,000

농어촌도로 관리 5,120,000 2,481,000 2,639,00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056,000 781,000 2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6,000 781,000 275,000

01 시설비 1,050,000 775,000 275,00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231개노선) 250,000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사업 400,000

○능주면 구국도 교량 아스콘덧씌우기 20,000

○도암면 원천1리 농도313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농어촌도로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동면 면도102호선(대포리) 인도정비공사 130,000

○동면 옥호2리(운산마을) 농도309호선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0

03 시설부대비 6,000 6,000 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231개노선) 6,000

능주 내리 면도101호선 정비공사 200,000 50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500,000 △300,000

01 시설비 200,000 500,000 △300,000

○능주면 내리~남정(면도101호선) 확포장공사 200,000

동면 오곡~동림(리도201호선) 확포장 995,000 500,000 49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95,000 500,000 495,000

01 시설비 995,000 500,000 495,000

○동면 오곡~동림(리도201호선) 확포장 공사 995,000

북면 농도309호선(노기리)확포장공사 2,019,000 0 2,01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19,000 0 2,019,000

01 시설비 2,019,000 0 2,019,000

○북면 농도309호선(노기리)확포장공사 2,019,000

도암 왕정~행산(면도101호선)확포장 150,000 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도암 왕정~행산(면도101호선)확포장공사 150,000

동복 신율리(리도202호선)확포장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500,000 0 500,000

○동복 신율리(리도202호선)확포장 공사 500,000

동면 농소~운곡(농도305호선)확포장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동면 농소~운곡(농도305호선)확포장공사 200,000

도로유지보수 405,165 400,265 4,900

도로 유지관리 405,165 400,265 4,900

101 인건비 23,760 18,860 4,9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860 5,960 4,900

○수해복구 및 제설작업 급량비

3,360

○수로원 방한복 3,900

○도로점검 및 편입토지보상협의 출장 3,600

8,000원 * 7명 * 30일 * 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900 12,900 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도로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9,000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3,900

50,000원 * 15개소 * 12명

201 일반운영비 145,305 145,305 0

01 사무관리비 75,000 75,000 0

○제설장비 임차료

65,000

○도로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

○수로원 안전장비 구입 2,000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3,000

500,000원 * 13개읍면 * 10일

500,000원 * 10대

2,000,000원 * 1식

02 공공운영비 70,305 70,305 0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800

○시설장비(진동로라) 유지관리비

400

○시설장비(예초기) 유지관리비

450

○시설장비(제설장비) 유지관리비

6,000

○시설장비(굴삭기) 유지관리비

8,000

○시설장비(덤프트럭,1톤트럭) 유지관리비

10,500

○굴삭기 유류대 18,900

○덤프트럭 및 1톤트럭 유류대

21,330

○제설장비 유류대

2,925

1,000원 * 15리터 * 120일

400,000원 * 1대

150,000원 * 3대

600,000원 * 10대

8,000,000원 * 1대

3,500,000원 * 3대

1,500원 * 100리터 * 126일

1,500원 * 60리터 * 79일 * 3대

1,500원 * 13개읍면 * 150리터

206 재료비 146,100 146,100 0

01 재료비 146,100 146,100 0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 2,100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24,000

○설해대책용 고상제설제 구입

100,000

○설해대책용 액상제설제 구입

20,000

700원 * 3,000매

40,000원 * 600㎥

400,000원 * 250톤

400,000원 * 50톤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90,000 0

01 시설비 90,000 90,000 0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50,000

○교통시설물(도로표지판 등)설치 40,000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12,180,800 14,685,200 △2,504,400

국 676,000

균 140,000

도 648,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0,716,800

농업생산 기반조성 8,539,800 8,841,200 △301,400

국 676,000

도 648,000

군 7,215,800

농업기반정비(흙수로 구조물화) 210,000 200,000 10,000

도 168,000

군 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0,000 200,000 10,000

도 168,000

군 42,000

01 시설비 210,000 200,000 10,000

○2020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10,000

도 168,000

군 42,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6,654,600 5,891,000 763,600

도 480,000

군 6,174,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54,600 5,891,000 △1,236,400

도 480,000

군 4,174,600

01 시설비 4,644,600 5,881,000 △1,236,400

○화순읍 일심리 구거 법면 정비공사 20,000

○화순읍 주도리 구거 정비공사 50,000

○화순읍 다지리 구거정비 30,000

○화순읍 수만1리 농로포장 및 정비 40,000

○화순읍 유천리 구거정비 30,000

○화순읍 삼천리 개거공사 20,000

○화순읍 도웅1리 배수로 정비 25,000

○화순읍 일심2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화순군 화순읍 삼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도 30,000

○능주면 원지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능주면 백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능주면 만인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능주면 관영리 배수로 보수공사 7,000

○능주면 관영리 배수로 정비 25,000

○능주면 만인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능주면 관영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능주면 백암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000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도 40,000

○도곡면 천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도곡면 대곡1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곡면 신덕1리 배수로 정비 10,000

○화순군 도곡면 죽청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도 30,000

○도곡면 천암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도곡면 쌍옥제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도곡면 월곡2리 유곡천 배수로정비 30,000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도 30,000

○도암면 행산리 배수로 정비 20,000

○도암면 용강1리 농로포장공사 20,000

○도암면 등광리 농로포장공사 20,000

○도암면 원천3리 배수로 정비 40,000

○도암면 용강2리 배수로공사 30,000

○도암면 등광리 구거 정비 40,000

○한천면 동가제 저수지 개보수사업 50,000

○한천면 가암2리 마을위 배수로 설치 45,000

○화순군 한천면 평리 309번지 농업용수개발공

사 20,000

도 20,000

○한천면 모산1리 용배수로 공사 60,000

○한천면 오음1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625번지 배수로정비 공

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배수로정비 공사 30,000

도 30,000

○한천면 정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 45,000

○한천면 가암2리 배수관 설치및 확장 30,000

○한천면 한계1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00

○춘양면 양곡1제 누수저수지 정비공사 20,000

○춘양면 회송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춘양면 대신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춘양면 대신리 용배수로 정비 30,000

○춘양면 석정리 농로포장 20,000

○춘양면 석정리 배수로 정비 30,000

○춘양면 월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춘양면 가동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춘양면 대신3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춘양면 가봉리 농로포장공사 40,000

○춘양면 화림저수지 준설공사 30,000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산38번지 농업용수개발

공사 20,000

도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569-7번지 농업용수개

발공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394-2, 406-8, 408-6, 3

92-1번지 용배수로공사 20,000

도 20,000

○춘양면 사동제 저수지 개보수 사업 80,000

○청풍면 청용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청풍면 백운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50,000

○청풍면 풍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청풍면 풍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22,000

○청풍면 신리 구거정비 30,000

○청풍면 세청리 구거정비 20,000

○청풍면 이만리 배수로 정비 27,000

○이양면 송정2리 보 보수 및 전석쌓기 30,000

○이양면 초방리 구거정비 30,000

○이양면 초방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이양면 쌍봉리 배수로 정비 100,000

○이양면 이양리 용배수로 정비 20,000

○이양면 초방2리 배수로 정비 25,000

○이양면 금능리 밭기반 공사 15,000

○이양면 강성3리 농로포장공사 6,000

○이양면 송정보 설치 30,000

○이양면 강성1리 농로포장 30,000

○이양면 옥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이양면 옥리(상촌아래)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이양면 금능리 농로개선공사 10,000

○이양면 금능리 농로포장 10,000

○동면 옥호리 마을앞 안길정비 30,000

○동면 복암3리(구암2) 마을앞 배수로 정비 40,000

○동면 장동1리 마을앞 배수로 정비 공사 9,800

○동면 장동2리(찰동)마을안 진입로 확장 100,000

○동면 대포리 대암마을 양수장 정비공사 15,000

○동면 대포1리(자포) 마을앞 배수로 확장 40,000

○동면 대포3리(대암) 경지정리 구간내 배수로

교체 50,000

○동면 복암3리(구암2) 마을앞 축대정비 40,000

○동면 찰동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9,800

○동면 동림제 누수저수지 정비공사 20,000

○화순군 동면 운농리 214번지 농업용수개발 공

사 20,000

도 20,000

○동면 국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동면 백용1리(백동) 진입로 확포장 및 개설 20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동면 옥호2리 배수로 설치 50,000

○동면 운농2리 배수로 설치 30,000

○동면 운농3리 배수로 정비 30,000

○동면 대포1리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 정비 40,000

○동면 무포2리 배수로 정비 30,000

○동면 운농리 농로개설 25,000

○동면 서성리 인도교 설치공사 550,000

○남면 장전리 수로 정비공사 30,000

○남면 검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남면 사수리 구거정비 및 준설공사 10,000

○남면 내3리 농로교차로 확장공사 10,000

○남면 검산2리 화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남면 장전2리 영동마을 구거정비공사 15,000

○남면 장전리(오룡) 구거 정비 30,000

○화순군 남면 검산2리 701번지 용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도 20,000

○남면 원2리 개거 정비 공사 140,000

○화순군 남면 내리 932-7,8,9,10번지 용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도 20,000

○남면 검산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6,000

○남면 장전리 장전보 보수공사 80,000

○화순군 북면 약수마을 배수로 공사 40,000

도 40,000

○북면 맹리 농로포장 35,000

○북면 남치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북면 길성리 배수로정비 정비공사 30,000

○화순군 북면 남치리 용배수로 공사 30,000

도 30,000

○북면 임곡리 농로포장 25,000

○북면 맹리 배수로 정비 20,000

○북면 남치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화순군 이서면 영평1리 농로개선 및 포장공사 30,000

도 30,000

○화순군 이서면 보월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도 30,000

○동복면 읍애리 구거정비공사 50,000

○동복면 유천리 배수로 정비 20,000

○동복면 독상리 농로포장공사 12,000

○화순군 동복면 신율리 710-3 용배수로정비공

사 30,000

도 30,000

○동복면 한천리 석축 공사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000 10,000 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000 0 2,0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 0 2,000,000

○금전간선 정비사업 등 54개소 배수로 보강 2,000,00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95,000 75,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15,000 15,000 0

02 공공운영비 15,000 15,000 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60,000 20,000

01 시설비 80,000 60,000 20,000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60,000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004,000,000원 * 5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0,000 1,050,000 △9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0 1,050,000 △940,000

01 시설비 110,000 1,050,000 △940,000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 50,000

○흙수로준설 장비임차료 60,000

수리시설유지관리 118,200 75,200 43,000

201 일반운영비 38,200 25,200 13,000

01 사무관리비 17,200 13,200 4,000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7,200

○국공유재산(농림부소관)관리 측량수수료 10,000

02 공공운영비 21,000 12,000 9,000

○양수장비 정비비 12,000

○수리시설 전기통신비 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50,000 30,000

01 시설비 80,000 50,000 30,000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30,000

○저수지 편입 미불용지 보상 50,00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352,000 1,550,000 △198,000

국 676,000

군 67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52,000 1,550,000 △198,000

국 676,000

군 676,000

01 시설비 1,352,000 1,550,000 △198,000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92,000

국 196,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단위: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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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96,000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60,000

국 480,000

군 480,000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3,641,000 5,844,000 △2,203,000

균 140,000

군 3,501,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0,000 2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20,000 50,000

01 시설비 70,000 20,000 50,000

○일반농산어촌개발 유지관리 40,000

○삼복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30,000

전원마을조성 30,000 2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20,000 10,000

01 시설비 30,000 20,000 10,000

○전원마을 유지관리 30,000

유천지구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000 2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유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비 20,000

기초생활인프라(생활환경정비)(화순군) 1,200,000 1,924,286 △724,286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0 1,924,286 △724,286

01 시설비 1,200,000 1,914,286 △714,286

○농촌생활환경정비 1,200,000

시군역량강화(화순군) 200,000 200,000 0

균 140,000

군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균 140,000

군 60,000

01 시설비 200,000 198,250 1,750

○시군역량강화(화순군) 200,000

균 140,000

군 60,0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농소마을) 10,000 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1 시설비 10,000 0 10,000

○농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토지 매입비 10,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선하) 397,000 72,000 3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7,000 72,000 32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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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97,000 72,000 325,000

○선하마을만들기(자율개발) 397,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동산) 393,000 75,000 31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3,000 75,000 318,000

01 시설비 393,000 75,000 318,000

○동산마을만들기(자율개발) 393,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남계) 260,000 168,000 9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000 168,000 92,000

01 시설비 260,000 168,000 92,000

○남계마을만들기(자율개발) 260,000

마을만들기(종합개발)(한계1리)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한천면 한계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50,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한계2리)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한천면 한계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40,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하천) 384,000 0 38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4,000 0 384,000

01 시설비 384,000 0 384,000

○하천마을만들기(자율개발) 384,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산간)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산간마을만들기(자율개발) 40,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백암동) 417,000 0 41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7,000 0 417,000

01 시설비 417,000 0 417,000

○백암동마을만들기(자율개발) 417,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덕곡1리)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덕곡마을만들기(자율개발) 40,000

마을만들기(자율개발)(장전1리)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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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전마을만들기(자율개발) 40,000

농촌다움복원(정승굴)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정승굴 농촌다움복원 50,000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5,394,000 3,130,000 2,264,000

도 250,000

군 5,144,000

주민숙원사업 5,244,000 3,130,000 2,114,000

도 250,000

군 4,994,000

주민숙원사업 4,914,000 3,010,000 1,904,000

201 일반운영비 52,000 92,000 △40,000

01 사무관리비 52,000 92,000 △40,000

○TT S/W 설계내역작업 프로그램 12,000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0,000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23,000 2,573,000 1,550,000

01 시설비 4,093,000 2,543,000 1,550,000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100,000

○화순읍 서태1리 가드레일 설치 15,000

○화순읍 내평리 농로 확포장공사 25,000

○화순읍 삼천리 복개공사 25,000

○화순읍 삼천리 수로포장복개 30,000

○화순읍 일심리 배수로 정비 10,000

○화순읍 연양2리 아스콘포장 20,000

○화순읍 감도3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0,000

○화순읍 주도2리 구거정비 및 농로개선 20,000

○화순읍 주도3리 마을진입로 정비 20,000

○화순읍 다지2리(강남실) 구거 정비공사 25,000

○화순읍 다지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화순읍 대리 농수로 정비공사 30,000

○화순읍 연양리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공사 80,000

○화순읍 연양리 농수로 정비공사 40,000

○화순읍 앵남리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공사 30,000

○화순읍 삼천3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0

○화순읍 수만1리 농로 포장공사 60,000

○화순읍 수만3리 중지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0

○능주면 천덕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능주면 관영리 농로포장공사 16,000

○도곡면 원화1리 안길 포장공사 25,000



부서: 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곡면 대곡1리 마을앞 배수로 정비 10,000

○도곡면 쌍옥2리 마을배수로 정비 30,000

○도곡면 천암리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도곡면 죽청1리 아스콘 덧씌우기 15,000

○도곡면 죽청2리 농로확포장공사 30,000

○도곡면 죽청2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80,000

○도곡면 미곡2리 마을안길 및 사면정비 15,000

○도곡면 신덕1리 마을샘 주변정비 20,000

○도곡면 효산1리 마을진입로 정비 50,000

○도곡면 효산1리 마을 앞 정비 30,000

○도곡면 신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 30,000

○도곡면 신덕1리 마을회관 앞 배수로정비 20,000

○도곡면 신덕2리 교량확장공사 25,000

○도곡면 신덕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30,000

○도곡면 신덕3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100,000

○도암면 원천2리 석축공사 30,000

○도암면 벽지1리 안길 포장공사 25,000

○도암면 벽지1리 농로포장공사 55,000

○도암면 용강리 마을앞 쉼터조성 10,000

○도암면 지월1리 마을뒤 배수로 정비 50,000

○도암면 지월3리 마을안길 재포장 20,000

○도암면 정천 중앙농로 포장 30,000

○도암면 호암2리 농로사면 정비 30,000

○한천면 동가리 마을 주차장공사 20,000

○한천면 모산1리 옹벽설치공사 200,000

○한천면 오음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한천면 평리 마을앞 배수로및 광장포장 160,000

○한천면 반곡1리(신촌마을)

마을주변 정비사업

50,000

○한천면 한계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000

○한천면 한계2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40,000

○춘양면 가봉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000

○춘양면 산간리 마을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00

○춘양면 용두리 용수로정비 공사 40,000

○춘양면 양곡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5,000

○춘양면 화림2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0,000

○이양면 묵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이양면 묵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이양면 송정2리 용배수로정비공사 45,000

○이양면 송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50,000

○이양면 쌍봉리 사면보강 및 농로확포장공사 50,000

○이양면 율계리(정장)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양면 구례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20,000

○이양면 한후정 주변정비 80,000

○이양면 쌍봉리 주정뜰 배수로 정비 50,000

○이양면 초방2리 농로포장 30,000

○청풍면 한지리 개거 및 마을안길정비공사 20,000

○청풍면 신리마을 진입로 정비 30,000

○청풍면 신석리(신풍교) 농로보수공사 30,000

○청풍면 신석2리 배수로정비 및 옹벽설치 20,000

○청풍면 청용리 위험구역 석축공사 20,000

○동면 구암1리 안길 포장공사 20,000

○동면 장동리(우평) 마을 배수로 확장 40,000

○동면 장동리(찰동) 마을 배수로 개선 40,000

○동면 무포리 마을위 배수로 확장공사 30,000

○동면 무포2리(대암농장앞) 배수로 설치 70,000

○동면 옥호2리(옥림)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50,000

○동면 무포1리(무포) 배수로 정비 30,000

○동면 무포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동면 무포1리 마을앞 석축공사 30,000

○동면 옥호리 안길정비공사 30,000

○동면 대암마을 마을안길 농로포장 25,000

○동면 운곡마을 복개공사 25,000

○동면 백용리 소하천복개 35,000

○동면 대포1리 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동면 경치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5,000

○남면 대곡리 배수로 정비 공사 30,000

○남면 다산리 진입로 확장공사 25,000

○남면 복교리 구거 및 도로 정비 50,000

○남면 사평리 옹벽공사 20,000

○남면 사수리 구거정비공사 40,000

○남면 사수1리 사면 정비공사 20,000

○남면 용안마을 마을안길 포장(아스콘) 및 수

문설치 30,000

○남면 장전리 진입로 정비 30,000

○남면 사평3리 마을안길도로 및 배수로정비 20,000

○남면 절산리 절동마을 소교량 설치공사 35,000

○남면 장전1리 마을안길 난간 설치공사 5,000

○남면 벽송1리 구거정비공사 45,000

○남면 사수리 대전마을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000

○남면 절동마을 배수개선사업 12,000

○남면 검산리 저수지 주변 옹벽공사 10,000

○남면 벽송1리 소교량 확장공사 10,000

○남면 내1리 배수개선사업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남면 다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남면 다산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20,000

○남면 원리 마을앞 배수로 그레이팅 10,000

○북면 다곡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0

○북면 원리 교량 정비공사 30,000

○북면 방리 농로개설공사 45,000

○북면 수리 농수로 정비공사 50,000

○북면 용곡1리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동복면 칠정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 30,000

○동복면 가수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사업 20,000

○동복면 월송마을 마을안길정비사업 75,000

○동복면 천변리 아스콘공사 15,000

○동복면 동복정수장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20,000

○이서면 갈두리 농로포장공사 20,000

○이서면 갈두리 농로정비공사 15,000

○이서면 갈두리 농로보수공사 25,000

○이서면 영평1리 농로정비공사 20,000

○이서면 야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이서면 산사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0,000

○이서면 보월리 소교량 확장 공사 15,000

03 시설부대비 30,000 30,000 0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739,000 345,000 394,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39,000 345,000 394,000

○화순읍 대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5,000

○화순읍 대2리 경로당 보수공사 15,000

○화순읍 이십곡2리 우산각 보수공사 15,000

○화순읍 연양1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00

○화순노인정 보수공사 10,000

○화순읍 서태1리 경로당 보수공사 7,000

○화순읍 서라2차 남자경로당 보수공사 5,000

○화순읍 교3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00

○화순읍 신기1리 경로당 보수공사 15,000

○화순읍 신기리 마을회관(실고길) 정비공사 30,000

○화순읍 계소2리 경로당 리모델링 15,000

○능주면 관영리 정각 보수공사 5,000

○능주면 석고리 정각 보수공사 10,000

○능주면 만수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0

○능주면 광사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및 주변

정비 25,000



부서: 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단위: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곡면 대곡3리 마을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12,000

○도암면 천태2리(안성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도암면 벽지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도암면 용강3리 중앙경로당 보수공사 20,000

○한천면 정2리 마을정각 신축공사 30,000

○한천면 동가1리 동산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한천면 금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2,000

○한천면 한계1리 한천여자경로당 보수공사 13,000

○춘양면 부곡2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축공사 10,000

○춘양면 석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0

○이양면 쌍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0

○이양면 연화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5,000

○이양면 금능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20,000

○이양면 이양리 우산각 주변정비공사 25,000

○이양면 증리 유산각 보수공사 10,000

○청풍면 신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청풍면 세청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00

○동면 무포2리(가로)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동면 대포3리(대암) 마을회관 보수공사 7,000

○동면 언도1리(언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동면 경치2리(묘치) 마을회관 지붕 보수공사 20,000

○동면 운농2리(농소)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남면 대곡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0

○남면 다산경로당 보수공사 2,000

○남면 밀양경로당 보수공사 2,000

○남면 용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북면 와천리 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 30,000

○북면 옥리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12,000

○북면 수리 정각 및 회관 도색공사 5,000

○동복면 천변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0

○동복면 한천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동복면 구암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사업 50,000 80,000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 80,000 △3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 80,000 △30,000

○마을회관(경로당) 및 정각 개보수 50,00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0,000 0 250,000

도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0 250,000

도 250,000

01 시설비 250,000 0 2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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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화순읍 내평리 마을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도 30,000

○화순읍 일심1리 구거정비 공사 30,000

도 30,000

○도암면 정천리 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도 40,000

○화순군 청풍면 백운리 432-1번지 공동이용시

설공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이양면 강성2리 안길포장 공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동면 청궁리180-5, 194, 201, 202번지

안길 포장 공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동면 3암1구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000

도 20,000

○화순군 동복면 둔동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30,000

도 30,000

○북면 옥리 마을앞 하천 제방공사 40,000

도 40,000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 30,000 4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40,000 △10,000

01 시설비 30,000 40,000 △10,000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 30,000

소규모공공위험시설정비 150,000 0 150,000

호암세월교 정비 150,000 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소규모 공공위험시설(호암세월교) 정비사업 150,000

하천관리 16,031,920 0 16,031,920

국 2,980,000

도 935,000

군 12,116,920

하천관리 16,031,920 0 16,031,920

국 2,980,000

도 935,000

군 12,116,920

소하천정비사업 4,180,000 0 4,1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80,000 0 4,180,000

01 시설비 3,970,000 0 3,970,000

○만수소하천 정비사업 480,000

○순지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오성소하천 정비사업 1,900,000



부서: 건설과

정책: 하천관리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우봉소하천 정비사업 295,000

○도웅2소하천 정비사업 295,000

02 감리비 200,000 0 200,000

○순지소하천 정비사업 100,000

○오성소하천 정비사업 10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우봉소하천 정비사업 5,000

○도웅2소하천 정비사업 5,0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시군) 3,960,000 0 3,960,000

국 1,980,000

군 1,9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60,000 0 3,960,000

국 1,980,000

군 1,980,000

01 시설비 3,950,000 0 3,950,000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55,000

국 780,000

군 775,000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95,000

국 1,200,000

군 1,195,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

하천정비 4,052,000 0 4,05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2,000 0 4,052,000

01 시설비 4,052,000 0 4,052,000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 등 30,000

○화순천 유지관리 20,000

○만연천 유지관리 15,000

○벌고천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 15,000

○화순읍 앵남1 소하천 정비공사 200,000

○화순읍 주도리 소하천 축대 정비공사 30,000

○화순읍 계소1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능주면 광백소하천 정비공사 300,000

○도곡면 신성천 하상정비공사 50,000

○도곡면 원동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도곡면 신성천 정비공사 70,000

○도곡면 효산2리 소하천 정비공사 40,000

○도암면 대초 조치천 제방 보수 40,000

○도암면 천태2리 소하천 옹벽설치 30,000

○도암면 정천 하상정비공사 70,000



부서: 건설과

정책: 하천관리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암면 벽지1리 벽동소하천 주변정비공사 30,000

○한천면 가암2리 주암천 정비공사 20,000

○춘양면 양곡1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춘양면 대신리 소하천 정비공사 30,000

○춘양면 대신2리 소하천 정비공사 35,000

○춘양면 춘양천 산간보 하상정비공사 70,000

○춘양면 춘양천 정비공사 300,000

○춘양면 월평3리 소하천(개천천) 정비공사 50,000

○이양면 송곡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송석천 퇴적토 준설공사 50,000

○이양면 활용1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옥1리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송정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송정리 하천 정비공사 30,000

○이양면 지석천 이양보 하상보강공사 250,000

○이양면 지석천 정비공사 30,000

○이양면 어시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어시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이양면 용반리(고암촌) 하천 석축공사 30,000

○이양면 쌍봉리 소하천(금소천) 정비공사 70,000

○청풍면 청풍천 신리보 하상보강공사 100,000

○동면 어림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동면 상서천 정비공사 30,000

○동면 운농리 소하천 석축공사 50,000

○동면 오동소하천 소교량개설공사 50,000

○남면 운산리 제방석축 공사 12,000

○남면 오룡천 정비공사 30,000

○남면 장전리 오룡천 보수공사 20,000

○남면 외남천 잠수2교 하상정비공사 100,000

○남면 검산2 소하천 정비공사 80,000

○남면 원리2 소하천 정비공사 300,000

○남면 검산리 제방 정비공사 25,000

○북면 동복천 남치2보 하상정비공사 80,000

○북면 송단2리(강례천) 하천정비공사 50,000

○북면 동복천 원리보 하상정비공사 70,000

○북면 내북천 새내보 하상정비공사 70,000

○이서면 장복천 정비공사 70,000

○동복면 대경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동복면 구암 소하천 정비공사 70,000

○동복면 가수천 정비공사 70,000

○동복면 구암천 정비공사 100,000

하천재해예방 489,920 0 489,920



부서: 건설과

정책: 하천관리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69,920 0 69,920

01 사무관리비 15,600 0 15,600

○하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000

○각종검토위원회 수당(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 공법선정등) 5,000

○토지보상 프로그램 구입 6,600

02 공공운영비 54,320 0 54,320

○한지2리 배수문 전동화 전기사용료 420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 2,000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수 유지관리 6,000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수 펌프 전기요금 20,000

○동가 및 호암지구 가동보 전기요금 1,100

○미곡, 죽청배수문 전기요금 1,800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 2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0,000 0 420,000

01 시설비 420,000 0 420,000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풀베기 등) 20,000

○소하천 유지관리 300,000

○하천정비 및 퇴적토 준설(13개읍면) 80,000

○지방하천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 20,000

지방하천정비 1,100,000 0 1,100,000

도 715,000

군 3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00 0 1,100,000

도 715,000

군 385,000

01 시설비 1,050,000 0 1,050,000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00,000

도 65,000

군 35,000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475,000

도 325,000

군 150,000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475,000

도 325,000

군 150,000

02 감리비 40,000 0 40,000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000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5,000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5,000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시군) 1,030,000 0 1,030,000



부서: 건설과

정책: 하천관리

단위: 하천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500,000

군 5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0,000 0 1,030,000

국 500,000

군 530,000

01 시설비 1,025,000 0 1,025,000

○창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95,000

국 500,000

군 495,000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0,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창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000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시군)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군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군 500,000

01 시설비 995,000 0 995,000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95,000

국 500,000

군 495,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00

하천긴급정비 220,000 0 220,000

도 2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0 220,000

도 220,000

01 시설비 220,000 0 220,000

○춘양면 용곡1리 소하천정비 공사 20,000

도 20,000

○동복면 연월리 1047-21번지 소하천 하상정비

공사 20,000

도 20,000

○남면 내리 1140번지 소하천 석축공사 공사 20,000

도 20,000

○동면 백용리 용생마을 소하천정비공사 20,000

도 20,000

○이양면 증리 소하천정비 공사 20,000

도 20,000

○청풍면 한지2리 소하천정비 공사 30,000

도 30,000

○춘양면 용곡리 729-2번지 보설치공사 40,000

도 40,000

○지석천 퇴적토 준설 50,000

도 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행정운영경비(건설과) 433,536 0 433,536

도 214,044

군 219,492

기본경비 58,000 0 58,000

기본경비 58,000 0 58,000

201 일반운영비 30,000 0 30,000

01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사무관리비(부서운영) 18,000

○급량비(부서운영) 12,000

202 여비 28,000 0 28,000

01 국내여비 28,000 0 28,000

○부서운영 28,000

인력운영비 375,536 0 375,536

도 214,044

군 161,492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75,536 0 375,536

도 214,044

군 161,492

101 인건비 375,536 0 375,536

도 214,044

군 161,49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5,536 0 375,536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75,536

도 214,044

군 16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