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취약지 및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23,634,599 21,951,221 1,683,378

국 400,000

도 4,332,000

시 18,902,599

취약지 및 지역개발 125,000 133,500 △8,500

지역개발 125,000 133,500 △8,500

웅천돌문화공원 125,000 133,500 △8,500

307 민간이전 125,000 130,000 △5,000

05 민간위탁금 125,000 130,000 △5,000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125,000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9,870,700 8,749,900 1,120,800

국 400,000

도 2,176,000

시 7,294,700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6,058,800 4,531,800 1,527,000

국 400,000

도 970,000

시 4,688,800

수리시설및방조제개보수 733,800 667,800 66,000

101 인건비 40,800 40,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00 40,800 0

저수지 유지보수(제초 및 잡목제거) 40,800

201 일반운영비 25,000 25,000 0

01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양수장비 수리 10,000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68,000 420,000 248,000

01 시설비 666,596 418,875 247,721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100,00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78,000

수리시설 및 방조제 유지보수 100,000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00

마강1리 저수지 석축공사 29,676

삽시도 밤섬 배수갑문 보강 49,460

원산도(1843) 수리시설 보강 59,460

남포방조제 경관 라이트 설치 50,000

03 시설부대비 1,404 1,125 279

마강1리 저수지 석축공사 324

삽시도 밤섬 배수갑문 보강 540

원산도(1843) 수리시설 보강 540

용배수로정비 2,033,000 678,000 1,35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0,000 0 10,000

02 공공운영비 10,000 0 10,000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23,000 678,000 1,345,000

01 시설비 2,009,319 671,843 1,337,476

장현2리(8) 배수로 신설공사 24,730

개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옥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화산2통 큰골 배수로 정비공사 29,676

장현1리(1022-8) 배수로 정비공사 49,460

정전1리(153)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죽림4리(953) 배수로 준설공사 29,676

성연1리 용수로 정비공사 39,568

장곡2리(113) 배수로 정비공사 69,370

진죽3리(741-91)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낙동2리(1464) 수로관 정비공사 24,730

궁포1리(삽포) 배수로 설치공사 29,676

교성1리(478-11) 농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오포1리(162-1) 농수로 재설치공사 9,892

영보2리(604-3)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관창2리(898) 구거 정비공사 99,100

봉당1리 배수로 정비 및 옹벽 설치공사 21,762

구룡1리 화망마을 개거 설치공사 49,460

성동3리(1298-3) 용배수로 설치공사 59,460

죽청2리(1058)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수부2리(778) 용배수로 설치공사 19,784

대창2리(178) 배수로 설치공사 19,784

대창9리(724-4) 용배수로 보강공사 29,676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진입로(구거) 경관조성 200,000

농수로 부력식 자동제수문 설치 30,000

음현리(선유동) 배수로 정비 49,460

나원2리(415-1) 용수로 정비 69,370

장산1리(1045) 배수로 정비 7,913

의평1리 배수로 정비 17,805

음현리(404-21) 배수로 정비 13,848

내현2리 배수로 정비 13,848

내현1리 구거 정비 28,686

창암3리 배수로 정비 29,676

황율2리 배수로 정비 12,859

삼계리 용배수로 정비 29,676

개화2리(657) 용수로 정비 49,46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화3리(448) 배수로 정비 39,568

내항3통 배수로 정비 99,100

낙동리 수로관 연장공사 29,676

낙동3리 배수관 설치공사 24,730

낙동2리 수로관 설치공사 24,730

내항2통(912-21) 용수로 정비공사 45,000

대창4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금암3리(727) 사면 보강공사 15,000

구룡1리(348-8)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송학리(478-2)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평2리 배수로 개거 설치공사 60,000

관당3리(296-3)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양항1리(459)배수로 정비 10,000

신흥1리(355)배수로 정비 60,000

주교3리(1001-7)배수로 정비 90,000

양항1리(361)배수로 정비 50,000

양항2리(746-6)배수로 정비 60,000

03 시설부대비 13,681 6,157 7,524

대창9리(724-4) 용배수로 보강공사 324

대창2리(178) 배수로 설치공사 216

수부2리(778) 용배수로 설치공사 216

죽청2리(1058) 배수로 정비공사 432

성동3리(1298-3) 용배수로 설치공사 540

구룡1리 화망마을 개거 설치공사 540

봉당1리 배수로 정비 및 옹벽 설치공사 238

관창2리(898) 구거 정비공사 900

영보2리(604-3) 배수로 정비공사 216

오포1리(162-1) 농수로 재설치공사 108

교성1리(478-11) 농배수로 정비공사 216

궁포1리(삽포) 배수로 설치공사 324

낙동2리(1464) 수로관 정비공사 270

진죽3리(741-91) 배수로 정비공사 378

장곡2리(113) 배수로 정비공사 630

성연1리 용수로 정비공사 432

죽림4리(953) 배수로 준설공사 324

정전1리(153) 배수로 정비공사 216

장현1리(1022-8) 배수로 정비공사 540

장현2리(8) 배수로 신설공사 270

음현리(선유동) 배수로 정비 540

나원2리(415-1) 용수로 정비 630

장산1리(1045) 배수로 정비 87

의평1리 배수로 정비 195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음현리(404-21) 배수로 정비 152

내현2리 배수로 정비 152

내현1리 구거 정비 314

창암3리 배수로 정비 324

황율2리 배수로 정비 141

삼계리 용배수로 정비 324

개화2리(657) 용수로 정비 540

개화3리(448) 배수로 정비 432

내항3통 배수로 정비 900

낙동리 수로관 연장공사 324

낙동3리 배수관 설치공사 270

낙동2리 수로관 설치공사 270

개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 216

옥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216

화산2통 큰골 배수로 정비공사 324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890,000 88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70,000 270,000 △200,000

01 사무관리비 70,000 270,000 △200,000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 50,000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0,000 210,000 110,000

01 시설비 316,904 208,128 108,776

농업용 관정개발 99,100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99,100

화평2리 양수시설 설치 39,568

주산면 주야2리 농업용 관정설치 29,676

청라면 음현리 농업용 관정설치 49,460

03 시설부대비 3,096 1,872 1,224

농업용 관정개발 900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900

화평2리 양수시설 설치 432

주산면 주야2리 농업용 관정설치 324

청라면 음현리 농업용 관정설치 5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 400,000 1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400,000 100,000

장전지구 양수시설 설치공사 500,000

용배수로정비사업(보조) 707,000 2,106,000 △1,399,000

도 353,500

시 35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7,000 1,051,000 △344,000

도 353,5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353,500

01 시설비 700,624 1,041,390 △340,766

장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99,100

도 49,550

시 49,550

구룡1리 배수로 정비공사 59,460

도 29,730

시 29,730

내항3통 배수로 복개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동오1리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소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시도3호 옥동리구간 구거 복개공사 119,136

도 59,568

시 59,568

양항리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도 19,784

시 19,784

장현2리 농배수로 정비 36,600

도 18,300

시 18,300

청소면 신송1리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03 시설부대비 6,376 9,610 △3,234

장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900

도 450

시 450

구룡1리 배수로 정비공사 540

도 270

시 270

내항3통 배수로 복개공사 540

도 270

시 270

동오1리 배수로 정비공사 900

도 450

시 450

소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900

도 450

시 450

시도3호 옥동리구간 구거 복개공사 864

도 432

시 432

양항리 배수로 정비공사 432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216

시 216

장현2리 농배수로 정비 400

도 200

시 200

청소면 신송1리 배수로 정비공사 900

도 450

시 450

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시전환) 220,000 0 2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0 220,000

01 시설비 217,750 0 217,750

옥계2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 34,622

원평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14,838

신대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69,370

주야2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49,460

내현1리 양수시설 설치공사 49,460

03 시설부대비 2,250 0 2,250

옥계2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 378

원평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162

신대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630

주야2저수지 복통 보수보강 540

내현1리 양수시설 설치공사 540

지하수시설 개량사업(보조) 145,000 0 145,000

도 72,500

시 7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5,000 0 145,000

도 72,500

시 72,500

01 시설비 143,956 0 143,956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143,956

도 71,978

시 71,978

03 시설부대비 1,044 0 1,044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1,044

도 522

시 522

재해예방사업(보조) 800,000 0 800,000

국 400,000

도 120,000

시 28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00,000 0 800,000

국 400,000

도 120,000

시 28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0,000 0 80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청천저수지) 400,000

국 200,000

도 60,000

시 140,000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옥서저수지) 400,000

국 200,000

도 60,000

시 140,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도전환) 530,000 0 530,000

도 424,000

시 1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30,000 0 530,000

도 424,000

시 106,000

01 시설비 525,824 0 525,824

연지2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99,100

도 79,280

시 19,820

삼계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99,100

도 79,280

시 19,820

송학2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327,624

도 262,099

시 65,525

03 시설부대비 4,176 0 4,176

연지2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900

도 720

시 180

삼계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900

도 720

시 180

송학2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2,376

도 1,901

시 475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34,100 471,100 △337,000

방조제 수문관리 3,500 3,500 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500 3,500 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500 3,500 0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 3,500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30,600 130,600 0

201 일반운영비 10,600 10,600 0

01 사무관리비 2,600 2,600 0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600

02 공공운영비 8,000 8,000 0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 8,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120,000 120,000 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0 120,000 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20,000

농촌지역개발 3,677,800 3,747,000 △69,200

도 1,206,000

시 2,471,8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시 전환)(전환사업) 1,243,800 724,000 519,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18,800 180,000 938,800

01 시설비 1,113,483 178,050 935,433

봉덕리(107-1) 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0

노천리 경작로 포장 39,568

주교1리 하천제방(농로) 포장 29,676

은포3리(1618) 경작로 포장 109,208

교성2리(256-5) 기계화경작로 포장 39,568

낙동3리(1548) 경작로 포장 29,676

죽림1리(949) 마을안길 확포장 19,784

증산1리(214-2) 농경지 진입로포장 7,913

증산2리(493-12) 농로 포장 12,860

증산2리(816-1) 농로 포장 12,860

황율1리 농로 포장 19,784

황교1리(614) 도로포장 39,568

내현1리(533-3) 농로 확포장 15,827

야룡3리 교행차로 설치 7,913

삼곡2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 19,784

장은3리 경작로 포장 19,784

낙동4리 농로 포장 29,676

관창3리(창미 앞) 농로 포장 30,000

장곡1리(769-2) 경작로 포장 20,000

정전2리(132)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8,000

삼계리 농로 포장 40,000

나원2리 농로 포장 13,651

남곡3통 농로 포장 19,784

동오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9,784

신흥1리 구거 정비 및 농로 포장 16,815

관창3리(904)경작로 포장 150,000

월전2리(823)경작로 포장 130,000

달산3리(1029)농로포장 20,000

소송리(636-6)농로포장 100,000

제석1리(344-3)농로포장 30,000

소송리(581-16)농로포장 42,000

03 시설부대비 5,317 1,950 3,367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노천리 경작로 포장 432

주교1리 하천제방(농로) 포장 324

은포3리(1618) 경작로 포장 792

교성2리(256-5) 기계화경작로 포장 432

낙동3리(1548) 경작로 포장 324

죽림1리(949) 마을안길 확포장 216

증산1리(214-2) 농경지 진입로포장 87

증산2리(493-12) 농로 포장 140

증산2리(816-1) 농로 포장 140

황율1리 농로 포장 216

황교1리(614) 도로포장 432

내현1리(533-3) 농로 확포장 173

야룡3리 교행차로 설치 87

삼곡2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 216

장은3리 경작로 포장 216

낙동4리 농로 포장 324

나원2리 농로 포장 149

남곡3통 농로 포장 216

동오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216

신흥1리 구거 정비 및 농로 포장 18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5,000 544,000 △419,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5,000 544,000 △419,000

대천2지구 농로 및 사리부설 설치공사 125,000

정주환경개선사업(보조) 1,687,000 2,185,000 △498,000

도 843,500

시 84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97,000 1,725,000 △228,000

도 748,500

시 748,500

01 시설비 1,484,160 1,709,682 △225,522

관창2리 농로확포장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진죽4리 농로 포장공사 29,676

도 14,838

시 14,838

내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773

도 10,386

시 10,387

봉덕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23,740

도 11,870

시 11,870

성연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9,568

도 19,784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9,784

신흑2통 마을안길 확포장 59,460

도 29,730

시 29,730

신흑6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신흥2리 쉼터 설치공사 25,000

도 12,500

시 12,500

야룡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19,136

도 59,568

시 59,568

옥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4,730

도 12,365

시 12,365

요암2통 배수로 복개 및 정비공사 59,460

도 29,730

시 29,730

웅천읍 대천2리 쉼터 설치 25,000

도 12,500

시 12,500

장은4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정전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9,676

도 14,838

시 14,838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9,676

도 14,838

시 14,838

증산1리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정비 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진죽1리 마을안(농협)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3,740

도 11,870

시 11,870

진죽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황룡리 석우천 교량정비공사 198,560

도 99,280

시 99,280

창동1리 쉼터 설치공사 25,000

도 12,500

시 12,500

창동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9,676

도 14,838

시 14,838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만3리 사면보강시설 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향천1리 마을안길 포장 37,589

도 18,794

시 18,795

화산1통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9,460

도 29,730

시 29,730

대형관정사업 39,568

도 19,784

시 19,784

죽림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38,992

도 69,496

시 69,496

03 시설부대비 12,840 15,318 △2,478

관창2리 농로확포장공사 900

도 450

시 450

진죽4리 농로 포장공사 324

도 162

시 162

내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27

도 114

시 113

봉덕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260

도 130

시 130

성연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32

도 216

시 216

신흑2통 마을안길확포장 540

도 270

시 270

신흑6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40

도 270

시 270

야룡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864

도 432

시 432

옥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70

도 135

시 135

요암2통 배수로 복개 및 정비공사 540

도 270

시 270

장은4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540

도 270

시 27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정전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24

도 162

시 162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24

도 162

시 162

증산1리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정비 공사 900

도 450

시 450

진죽1리 마을안(농협)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60

도 130

시 130

진죽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00

도 450

시 450

황룡리 석우천 교량정비공사 1,440

도 720

시 720

창동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24

도 162

시 162

하만3리 사면보강시설 공사 540

도 270

시 270

향천1리 마을안길 포장 411

도 206

시 205

화산1통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40

도 270

시 270

대형관정사업 432

도 216

시 216

죽림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8

도 504

시 504

402 민간자본이전 190,000 0 190,000

도 95,000

시 95,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0,000 0 190,000

내평리 마을창고 건립사업 160,000

도 80,000

시 80,000

성동3리 마을창고 신축 30,000

도 15,000

시 15,0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도비) 725,000 823,000 △98,000

도 362,500

시 362,5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725,000 30,000 695,000

도 362,500

시 362,500

01 시설비 718,466 29,676 688,790

보령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교성리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99,100

도 49,550

시 49,550

남곡2통 농로 확·포장 148,920

도 74,460

시 74,460

남포면 양항2리 농로포장공사 99,100

도 49,550

시 49,550

봉덕1리 농로포장공사 49,460

도 24,730

시 24,730

신대2리 배수로 복개 및 확포장공사 24,730

도 12,365

시 12,365

양항2리 농로포장공사 79,280

도 39,640

시 39,640

웅천읍 독산2리 농로 및 사면 보수공사 29,676

도 14,838

시 14,838

죽청2리 농로포장공사 59,460

도 29,730

시 29,730

증산리 농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79,280

도 39,640

시 39,640

03 시설부대비 6,534 324 6,210

보령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540

도 270

시 270

교성리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900

도 450

시 450

남곡2통 농로 확·포장 1,080

도 540

시 540

남포면 양항2리 농로포장공사 900

도 450

시 450

봉덕1리 농로포장공사 54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270

시 270

신대2리 배수로 복개 및 확포장공사 270

도 135

시 135

양항2리 농로포장공사 720

도 360

시 360

웅천읍 독산2리 농로 및 사면 보수공사 324

도 162

시 162

죽청2리 농로포장공사 540

도 270

시 270

증산리 농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720

도 360

시 360

국공유재산관리 22,000 15,000 7,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8,000 12,000

01 사무관리비 20,000 8,000 12,000

국공유재산 측량비 20,00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국유재산 현장확인 출장 여비 2,000

주민불편해소 2,988,600 2,891,800 96,800

도 20,000

시 2,968,6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988,600 2,891,800 96,800

도 20,000

시 2,968,600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 2,646,000 2,549,000 9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46,000 2,529,000 117,000

01 시설비 2,619,155 2,502,553 116,602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49,460

두룡2리 마을회관 쉼터설치 14,838

창동1리 배수로 설치공사 9,892

달산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 9,892

달산1리 아스콘덧씌우기 19,78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진단 10,000

삼계리 무명교 보수보강공사 79,280

청라 석우천 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0

궁포2리 배수로연장 공사 49,460

사호1리(절굴) 배수로 정비 9,892

소양2리 마을안길 정비 69,370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성주초교길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19,784

신대2리(어초리) 마을안길 확포장 19,784

소규모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10,000

관당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9,784

구룡1리 화망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9,892

수부3리 배수로 설치공사 9,892

대창5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9,892

두룡1리 배수로 확장공사 24,730

두룡1리 마을광장 포장공사 24,730

대창4리 마을광장 포장공사 39,568

관산리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39,568

은포3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9,676

송학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1,870

관창1리 농로 신설공사 49,460

영보2리 마을배수로정비 44,514

원산3리 농ㆍ어업 도로정비공사 39,568

하만4리 마을안길 보강공사 29,676

낙동2리 농로 포장공사 49,460

하만3리 마을안길 보강공사 34,622

낙동5리 사면보강 공사 39,568

학성4리 수로관 설치공사 24,730

신덕1리 배수로 정비공사 34,622

하만3리 수로관 시설공사 36,600

신덕1리 수로관 설치공사 9,892

궁포1리 농경지 배수로 시설공사 24,730

신덕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9,784

궁포리 농로포장 공사 14,838

장곡1리 농로 개설공사 24,730

야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2,751

재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1,762

진죽3리 배수로 정비공사 10,881

죽림2리 배수로 정비공사 12,859

죽림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1,654

신송3리 농로 포장공사 19,784

진죽4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1,762

죽림2리 배수로 정비공사 9,892

의평3리 마을안길포장 64,415

봉덕2리 외 3건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봉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4,622

달산2리 농로포장공사 16,816

옥서2리 소규모 교량설치 69,370

옥서1리 외 1건 마을안길 정비공사 39,568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흥1리 옹벽설치공사 12,859

제석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9,676

양기2리 외 1건 마을안길 포장공사 14,838

신흥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개설 39,568

창동2리 마을안길 교행차로 설치공사 29,676

창암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99,100

야룡1리 주차장조성 19,784

주야2리 배수로정비 24,730

신구1리 전석쌓기 및 아스콘 포장 39,568

삼곡1리 아스콘덧씌우기 4,946

창암2리 팔각정설치 14,838

증산3리 배수로정비 9,892

삼곡2리 연못정비 9,892

야룡2리 배수로정비 29,676

황율1리 농로포장 19,784

금암3리(163) 전석 쌓기 14,838

야룡1리 옹벽쌓기 및 마을안길 포장 14,838

대농리(82)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4,730

내평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9,568

성주5리 구거정비 49,460

신흑2통 마을안길 선형개량 14,838

신흑7통 마을안길 포장 및 수로관 설치 24,730

내항1통 배수로정비(준설) 19,784

신흑4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24,730

남곡1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4,838

신흑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4,838

내항2통 배수로정비 19,784

신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 11,870

수부3리 파고라 설치공사 9,892

옥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14,838

영보1리 마을정자 설치 24,730

신흥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9,784

평2리(중상굴) 파고라 설치공사 19,784

동대2통(평섶길)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9,784

동대2통(가막재길)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29,676

창암2리 마을안길 포장 19,784

소양2리 배수로 정비 4,946

내현2리 배수로 정비 6,924

송학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9,784

진죽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784

소성1리 전망대 진입로 사면보강 19,784

요암3통 우물보수 29,676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원산2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0

소양1리 농로개설 49,460

개화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99,100

구룡1리(340-2) 주민쉼터 조성공사 20,000

대천역 제방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0

03 시설부대비 26,845 26,447 398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540

삼계리 무명교 보수보강공사 720

궁포2리 배수로연장 공사 540

사호1리(절굴) 배수로 정비 108

소양2리 마을안길 정비 630

성주초교길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216

신대2리(어초리) 마을안길 확포장 216

관당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216

구룡1리 화망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08

수부3리 배수로 설치공사 108

대창5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108

두룡1리 배수로 확장공사 270

두룡1리 마을광장 포장공사 270

대창4리 마을광장 포장공사 432

관산리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432

은포3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24

송학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30

관창1리 농로 신설공사 540

영보2리 마을배수로정비 486

원산3리 농ㆍ어업 도로정비공사 432

하만4리 마을안길 보강공사 324

낙동2리 농로 포장공사 540

하만3리 마을안길 보강공사 378

낙동5리 사면보강 공사 432

학성4리 수로관 설치공사 270

신덕1리 배수로 정비공사 378

하만3리 수로관 시설공사 400

신덕1리 수로관 설치공사 108

궁포1리 농경지 배수로 시설공사 270

신덕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16

궁포리 농로포장 공사 162

장곡1리 농로 개설공사 270

야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49

재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38

진죽3리 배수로 정비공사 119

죽림2리 배수로 정비공사 141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죽림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46

신송3리 농로 포장공사 216

진죽4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38

죽림2리 배수로 정비공사 108

의평3리 마을안길포장 585

봉덕2리 외 3건 배수로 정비공사 216

봉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78

달산2리 농로포장공사 184

옥서2리 소규모 교량설치 630

옥서1리 외 1건 마을안길 정비공사 432

신흥1리 옹벽설치공사 141

제석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24

양기2리 외 1건 마을안길 포장공사 162

신흥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개설 432

창동2리 마을안길 교행차로 설치공사 324

창암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900

야룡1리 주차장조성 216

주야2리 배수로정비 270

신구1리 전석쌓기 및 아스콘 포장 432

삼곡1리 아스콘덧씌우기 54

창암2리 팔각정설치 162

증산3리 배수로정비 108

삼곡2리 연못정비 108

야룡2리 배수로정비 324

황율1리 농로포장 216

금암3리(163) 전석 쌓기 162

야룡1리 옹벽쌓기 및 마을안길 포장 162

대농리(82)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70

내평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32

성주5리 구거정비 540

신흑2통 마을안길 선형개량 162

신흑7통 마을안길 포장 및 수로관 설치 270

내항1통 배수로정비(준설) 216

신흑4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270

남곡1통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62

신흑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62

내항2통 배수로정비 216

신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 130

수부3리 파고라 설치공사 108

옥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162

영보1리 마을정자 설치 270

신흥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16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평2리(중상굴) 파고라 설치공사 216

동대2통(평섶길)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16

동대2통(가막재길)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24

창암2리 마을안길 포장 216

소양2리 배수로 정비 54

내현2리 배수로 정비 76

송학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16

진죽1리 배수로 정비공사 216

소성1리 전망대 진입로 사면보강 216

요암3통 우물보수 324

두룡2리 마을회관 쉼터설치 162

창동1리 배수로 설치공사 108

달산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 108

달산1리 아스콘덧씌우기 216

소양1리 농로개설 540

개화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900

소규모주민숙원(민자)사업 217,600 295,000 △77,400

402 민간자본이전 217,600 295,000 △77,4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17,600 295,000 △77,400

독산1리 마을회관 신축 12,000

창동1리 마을회관 재건축 16,000

제석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0

장고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사호3리 마을회관 신축 11,000

내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소양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향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개화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0

성주6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삼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600

옥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소규모주민숙원(시설)사업 85,000 47,800 37,2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7,800 △7,80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

8,40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설계용품구입비 1,600

8,000*70일*15명

202 여비 30,000 30,000 0

04 국제화여비 30,000 30,000 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견학

30,0002,000,000*15명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5 배상금등 30,000 0 30,000

01 배상금등 30,000 0 30,000

소규모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금 3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 0 15,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 0 15,000

남포초교 진입로 개선사업 15,000

소규모주민숙원(도민참여) 40,000 0 40,000

도 20,000

시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도 20,000

시 2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미산 남심리 쉼터조성(도민참여) 20,000

도 10,000

시 10,000

삼계리 쉼터조성(도민참여) 20,000

도 10,000

시 10,000

재해 재난 예방 10,550,600 10,070,000 480,600

도 2,136,000

시 8,414,600

하천 정비 10,550,600 10,070,000 480,600

도 2,136,000

시 8,414,600

하천유지 및 보수 1,365,800 842,000 523,800

101 인건비 30,000 40,000 △1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40,000 △10,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30,000

201 일반운영비 91,000 125,000 △34,000

01 사무관리비 84,000 120,000 △36,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5,000

소하천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2,000

골재 품질조사 7,000

02 공공운영비 7,000 5,000 2,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000

202 여비 4,800 7,000 △2,200

01 국내여비 4,800 7,000 △2,200

하천 감시 4,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40,000 650,000 590,000

01 시설비 1,239,160 650,000 589,16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49,460

하천 및 소하천 미 지급용지 등 보상 140,000

대천천 인도개설(2차) 550,000

대천천 웅천천 등 유지보수 40,000

대천천 산책로 정비 170,000

노전천 제방도로 확포장 40,000

대궁소하천 재해복구(3차) 50,000

수향소하천 재해복구 99,700

죽현소하천 재해복구 40,000

먹방소하천 유지관리 60,000

03 시설부대비 840 0 84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540

수향소하천 재해복구 3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봉덕)(시전환) 2,467,000 2,950,000 △48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67,000 2,950,000 △483,000

01 시설비 2,466,000 2,949,000 △483,000

봉덕소하천 정비 2,466,000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봉덕소하천 정비 1,000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진죽천)(보조)(도전환) 3,000,000 3,000,000 0

도 1,950,000

시 1,0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3,000,000 0

도 1,950,000

시 1,050,000

01 시설비 2,594,000 2,800,000 △206,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94,000

도 1,686,100

시 907,900

02 감리비 400,000 200,000 200,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0,000

도 260,000

시 140,000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000

도 3,900

시 2,1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화망)(시전환) 1,040,000 1,640,000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0,000 1,640,000 △600,000

01 시설비 1,040,000 1,639,000 △599,000

화망소하천 정비 1,040,000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 100,000 26,000 74,0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50,000

시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26,000 74,000

도 50,000

시 50,000

01 시설비 100,000 26,000 74,000

절골소하천 정비 100,000

도 50,000

시 50,000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보조) 80,000 120,000 △40,000

도 40,000

시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120,000 △40,000

도 40,000

시 40,000

01 시설비 80,000 120,000 △40,000

진죽천 유지보수 80,000

도 40,000

시 40,000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정비)(보조) 90,000 102,000 △12,000

도 45,000

시 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102,000 △12,000

도 45,000

시 45,000

01 시설비 90,000 102,000 △12,000

21년 하천시설물 점검 및 정비 90,000

도 45,000

시 45,000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보조) 70,000 200,000 △130,000

도 21,000

시 4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200,000 △130,000

도 21,000

시 49,000

01 시설비 70,000 200,000 △130,000

지방하천 하도정비 70,000

도 21,000

시 49,000

지방하천 퇴적토정비(보조) 60,000 140,000 △80,000

도 30,000

시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140,000 △80,000

도 30,000

시 30,000

01 시설비 60,000 140,000 △80,000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60,000

도 30,000

시 30,000

소하천 정비 727,800 450,000 277,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27,800 450,000 277,800

01 시설비 427,800 448,200 △20,400

도심지 생태하천 조성 50,000

신구소하천 정비 12,800

명암천 친수생태공원 조성(주민참여) 365,000

02 감리비 300,000 0 300,000

봉덕,화망소하천정비 건설사업관리 300,0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명대)(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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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대소하천 정비 1,000,0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오동)(시 전환) 150,000 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오동소하천 정비 150,000

대천천 산책로 조성 400,000 0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0 400,000

01 시설비 400,000 0 400,000

대천천 산책로 조성 400,000

행정운영경비 99,699 106,021 △6,322

기본경비 99,699 106,021 △6,322

기본경비 99,699 106,021 △6,322

201 일반운영비 53,009 44,709 8,300

01 사무관리비 45,709 38,709 7,000

일반수용비 28,509

급량비 5,200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0

전문건설업 법령 교육 및 홍보 3,000

하도급,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5,000

외부청문주재자 참석수당 2,0005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7,300 6,000 1,300

공공요금및제세 7,000

공유재산 공제회비 300

202 여비 18,490 23,112 △4,622

01 국내여비 18,490 23,112 △4,622



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 18,49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지하침하(기타시설) 복구비 20,000

405 자산취득비 4,000 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0 4,000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