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건설행정 효율화

단위: 건설행정 업무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29,346,832 24,937,094 4,409,738

국 1,744,711

균 4,840,000

도 2,031,930

군 20,730,191

건설행정 효율화 684,000 695,000 △11,000

건설행정 업무추진 684,000 695,000 △11,000

가로등 신규(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 549,000 573,000 △24,000

201 일반운영비 210,000 214,000 △4,000

01 사무관리비 10,000 14,000 △4,000

○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0,00010,000,000원

02 공공운영비 200,000 200,000 0

○ 가로등 전기요금 200,000200,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15,000 33,000 △18,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3,000 △18,000

○ 건설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5,00015,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24,000 324,000 0

01 시설비 324,000 324,000 0

○ 농어촌 가로등 설치 124,000

○ 가로등 보수비 200,000

124,000,000원

200,000,000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3,000 5,000 △2,000

206 재료비 3,000 5,000 △2,000

01 재료비 3,000 5,000 △2,000

○ 가로등 표찰 부착 3,0003,000,000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100,000100,000,000원

지하수 개발이용 업무 추진 27,000 10,000 17,00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 지하수 인허가 업무 사무관리비

1,0001,000,000원

202 여비 1,000 1,000 0

01 국내여비 1,000 1,000 0

○ 지하수 인허가 현장 점검 여비 1,0001,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 8,000 17,000

01 시설비 25,000 8,000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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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건설행정 효율화

단위: 건설행정 업무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하수 방치공 폐공 및 영향조사 용역

25,00025,000,000원

건설업 등록 및 지도관리 5,000 7,000 △2,0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 건설업 등록 및 지도관리 사무관리비

3,0003,000,000원

02 공공운영비 2,000 2,000 0

○ 건설업 등록증 등기우편 요금 2,0002,000,000원

지역개발 5,014,000 3,148,524 1,865,47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11,000 2,879,000 1,932,000

현장방문건의사업 4,561,000 2,879,000 1,682,000

101 인건비 24,000 0 24,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 0 24,000

○ 현장방문사업 토지보상 현장 조사원

24,00024,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4,537,000 2,879,000 1,658,000

01 시설비 4,527,000 2,869,000 1,658,000

○ 장흥읍 886,000

― 장흥 원도2구 마을안길 측구정비공사

20,000

― 장흥 건산4구 노후 배수시설 정비공사

30,000

― 장흥 건산3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000

― 장흥 행원1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5,000

― 장흥 평화1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장흥 금산1구 도로 확포장공사

50,000

― 장흥 남외1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흥 덕제1구 마을경관 조성공사

20,000

― 장흥 연산1구 마을 진입도로 가각부 정비

20,000

― 장흥 송암리 마을진입로 가각부 정비

30,000

― 장흥 원도1구 연곡마을 도로개설

30,000

― 장흥 평장1,2구 배수로 준설 공사

30,000

― 장흥 금산1구 농로 포장공사

20,000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45,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 2 -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흥 원도1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장흥 금산2구 용수로 정비공사

25,000

― 장흥 행원1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0,000

― 장흥 예양2구 마을 유선각 설치공사

8,000

― 장흥 덕제2구 용수로 정비공사

40,000

― 장흥 성불2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장흥 영전2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50,000

― 장흥 향양3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흥 금산3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장흥 동동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장흥 덕제2구 농로 포장공사

16,000

― 장흥 남외2 유선각 보수공사 5,000

― 장흥 향양2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 장흥 평화3구 마을창고 신축공사

30,000

― 장흥 평화2구 아스콘포장 공사

30,000

― 장흥 평장마을 공동창고 정비공사

20,000

― 장흥 사안2구 제방 정비공사

20,000

― 장흥 신흥1구 농로 수로정비 공사

20,000

― 장흥 동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 장흥 순지마을 쉼터 정비공사

20,000

― 장흥 성불리 용수로 설치 공사

20,000

― 장흥 연산1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0

― 장흥 송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5,000

○ 관산읍 500,000

― 관산 와룡마을 안길 포장공사

15,000

3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8,000,000원

4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16,0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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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관산 송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0

― 관산 저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 관산 농안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관산 성자마을 옹벽 포장공사

50,000

― 관산 외학마을 도로 포장공사

25,000

― 관산 당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관산 동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0

― 관산 고마마을 정각 및 정자 주변 데크 설

치공사 30,000

― 관산 농안마을 마을광장 화단 조성 공사

30,000

― 관산 지북마을 농로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

사 30,000

― 관산 장환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25,000

― 관산 하발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 관산 용전1구 농로 포장공사

20,000

― 관산 삼산리 우산 농로 포장 공사

20,000

― 관산 신동리 구거 배수구 정비공사

20,000

― 관산 평촌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30,000

― 관산 하발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관산 동촌 축대 정비공사 20,000

○ 대덕읍 450,000

― 대덕 동신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20,000

― 대덕 내동마을, 영보마을 쉼터 주변정비사

업 20,000

― 대덕 축내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40,000

― 대덕 연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0

― 대덕 초당마을 안길 포장공사

25,000

― 대덕 산정마을 쉼터 정비공사

20,000

― 대덕 가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1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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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대덕 산외동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대덕 오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 대덕 천관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

25,000

― 대덕 연동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25,000

― 대덕 내저마을 농로 포장공사

10,000

― 대덕 신흥~산외동 위험도로 정비공사

10,000

― 대덕 구평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10,000

― 대덕 양하 수해지역 암거박스 설치공사

25,000

― 대덕 연평 수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대덕 오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20,000

― 대덕 잠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대덕 동신마을 배수로 공사 20,000

― 대덕 이신·초당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 대덕 오산 배수로 정비사업 25,000

○ 용산면 380,000

― 용산 정장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용산 송전(초당)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 용산 월정마을 교량 보수공사

20,000

― 용산 인암마을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30,000

― 용산 척산(석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15,000

― 용산 모산마을 배수로(축대) 정비공사

25,000

― 용산 모산마을 석축설치공사

15,000

― 용산 상금마을 농로포장 공사

20,000

― 용산 운주마을 농로포장 공사

20,000

― 용산 계산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50,000

― 용산 인암마을(장전) 배수로 정비공사

11,000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11,000,000원

- 5 -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용산 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4,000

― 용산 포곡 및 금곡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용산 녹원 농로포장공사 20,000

○ 안양면 393,000

― 안양 모령마을 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30,000

― 안양 수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안양 장수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안양 요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안양 율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10,000

― 안양 용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안양 율산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23,000

― 안양 수문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안양 용곡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80,000

― 안양 운흥 농로 재포장 공사

20,000

― 안양 학송 배수로 정비 공사

40,000

― 안양 여암마을 배수로 공사 20,000

― 안양 신촌 안길확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안양 월암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동면 448,000

― 장동 북교2구 안길 정비공사

40,000

― 장동 조양1구 용수로 설치공사

20,000

― 장동 북교2구 안길 법면 정비공사

18,000

― 장동 우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8,000

― 장동 봉동1구 법면 정비공사

22,000

― 장동 장항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000

― 장동 신월마을 농로 포장공사

10,000

54,000,000원

45,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3,000,000원

15,000,000원

8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18,000,000원

28,000,000원

22,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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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동 용산마을 법면 정비공사

15,000

― 장동 신월마을 법면 정비공사

35,000

― 장동 정암마을 농로 포장 공사

20,000

― 장동 배산천 주변 정비사업 20,000

― 장동 서초등학교 주변정비 공사

20,000

― 장동 봉동1구 법면 정비 공사

20,000

― 장동 신월마을 농로 포장공사

10,000

― 장동 북교 용수로 정비공사 30,000

― 장동 율리 배수로 공사 10,000

― 장동 내반 저수지 주변 배수로 공사

20,000

― 장동 만년1구 진입로 포장공사

20,000

― 장동 용곡 용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동 외반마을 안길 포장 공사

30,000

― 장동 하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면 450,000

― 장평 여의마을 석축쌓기 공사

20,000

― 장평 삼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20,000

― 장평 양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내동마을 진입로 석축쌓기 공사

20,000

― 장평 부정마을 농로포장 공사

20,000

― 장평 녹양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 장평 선정마을 농로확장공사

20,000

― 장평 임리마을 농로확장공사

20,000

― 장평 청용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 장평 기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광평 양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15,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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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평 축내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 장평 월곡마을 쉼터 주변정비 공사

20,000

― 장평 제산리 장군 호도공원 정비 공사

20,000

― 장평 청룡마을 안길 배수로 덮개 공사

20,000

― 장평 기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장평 양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20,000

― 장평 우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10,000

― 장평 기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마산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장평 어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여의~축내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10,000

― 장평 광평마을 도로 포장공사

15,000

― 장평 두봉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5,000

○ 유치면 235,000

― 유치 장주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8,000

― 유치 대천1구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유치 신풍1구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 유치 조양1구 수로교 철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12,000

― 유치 삼치마을 석축 설치공사

20,000

― 유치 행복마을 진입로 측구 및 배수로 설

치사업 15,000

― 유치 운월 도로측구 및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 유치 용문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유치 대리마을 가로수 정비사업

25,000

― 유치 조양1구 마을 가로수 정비사업

20,000

― 유치 마정~원등간 가로수 정비사업

20,000

○ 부산면 390,000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18,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12,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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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부산 기동 배수로 구조물 설치공사

17,000

― 부산 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부산 양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부산 지천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0

― 부산 호계 용배수로 정비사업

40,000

― 부산 거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부산 내안마을 배수로 구조물 설치 공사

23,000

― 부산 효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000

― 부산 용동마을 등 농로포장 공사

20,000

― 부산 지천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부산 용반마을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부산 내안마을 안길 정비공사

25,000

― 장흥 연산~ 부산 내안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회진면 395,000

― 회진 덕산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80,000

― 회진 남구마을 옹벽 설치 공사

10,000

― 회진 한재공원 도로 법면 보수 공사

8,000

― 회진 신덕마을 우수로 설치 공사

14,000

― 회진 남구마을 안길 위험사면 옹벽 설치

공사 50,000

― 회진 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3,000

― 회진 덕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60,000

― 회진 신상마을 선착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 50,000

― 회진 덕산마을 도로 측구 정비 및 준설

20,000

― 회진 이회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0,000

― 회진 신상지구 배수로 설치 공사

20,000

17,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25,000,000원

23,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6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80,000,000원

10,000,000원

8,000,000원

14,000,000원

50,000,000원

23,000,000원

6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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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회진 동구마을 배수로 정비 등 공사

20,000

― 회진 선자마을 유석각 설치 사업

30,000

20,000,000원

3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0,000 10,000 0

○ 시설부대비 10,00010,000,000원

마을안길 불량 맨홀 일제정비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 불량 맨홀 정비 50,00050,000,000원

소규모 휴경농지 기반정비 사업(군/균특전환)(전환사

업)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 소규모 휴경농지 기반정비사업 200,000

― 장흥 원도1구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20,000

― 관산 신동1구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10,000

― 관산 외동3구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10,000

― 대덕 신리 휴경농지 농로 진입로 공사

20,000

― 대덕 옹암 휴경농지 농로 진입로 공사

20,000

― 용산 금곡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30,000

― 장평 우산마을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15,000

― 유치 밤재마을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35,000

― 유치 죽동마을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25,000

― 회진 신덕마을 휴경농지 진입로 공사

15,000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주민지원사업 170,000 40,524 129,476

주민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 160,000 40,524 119,476

402 민간자본이전 160,000 38,400 121,6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60,000 38,400 121,600

○ 장평 여의마을 회관 신축 공사

160,000160,000,000원

소규모시설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0,000 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1 시설비 10,000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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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주민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규모시설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10,00010,000,000원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33,000 229,000 △196,000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 33,000 229,000 △196,000

201 일반운영비 13,000 9,000 4,000

01 사무관리비 9,000 9,000 0

○ 읍면 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 9,0009,000,000원

03 행사운영비 4,000 0 4,000

○ 장평 북부 거점 목욕탕 개관식 4,0004,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20,000 △200,000

01 시설비 20,000 220,000 △200,000

○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20,00020,000,000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 1,034,430 59,000 975,430

도 2,930

군 1,031,500

지방도, 군도 확포장 1,034,430 59,000 975,430

도 2,930

군 1,031,500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추진 1,001,000 1,000 1,0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일반운영비

1,0001,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선 확장(보상비)

1,000,0001,000,000,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0,000 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0,00020,000,000원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도비) 13,430 0 13,430

도 2,930

군 10,500

101 인건비 10,638 0 10,638

도 2,638

군 8,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38 0 10,638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63810,638,000원

도 2,638

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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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지방도 건설 확포장

단위: 지방도, 군도 확포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792 0 2,792

도 292

군 2,500

01 사무관리비 2,792 0 2,792

○ 안전물품 구입 및 일반수용비 2,7922,792,000원

도 292

군 2,500

도로시설관리 3,712,280 1,706,280 2,006,000

균 500,000

군 3,212,280

도로관리 1,040,000 0 1,040,000

균 500,000

군 540,000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국/균특) 1,000,000 0 1,000,000

균 500,000

군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균 500,000

군 5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장흥읍 생활안전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0001,000,000,000원

균 500,000

군 500,000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40,00040,000,000원

군도 도로유지보수 1,654,440 322,440 1,332,000

군도 유지보수 사업 296,440 131,440 16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2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 차량 보험료 및 제세금(12개월)

1,000

○ 차량 및 예초기 유류대(12개월)

7,000

○ 차량유지 보수비 2,000

1,000,000원

7,000,000원

2,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86,440 121,440 165,000

01 시설비 285,000 120,000 165,000

○ 군도 유지보수사업(선형개량, 가드레일, 반

사경, 낙석방지책, 측구정비 등) 50,000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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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로시설관리

단위: 군도 도로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흥정남진휴게소 후문 진입로 주차공간 정

비사업 25,000

○ 관산 하발 군도 7호선 정비사업(측구, 배수

로) 50,000

○ 관산 양촌 군도7호선 측구정비사업

15,000

○ 회진 선자 군도2호선 측구정비사업

35,000

○ 회진 회덕중~서구마을 우회도로 실시설계용

역 40,000

○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0,000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50,000

25,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440 1,440 0

○ 군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4401,440,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및 긴급보수 40,000 40,000 0

206 재료비 10,000 10,000 0

01 재료비 10,000 10,000 0

○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및 긴급보수

10,00010,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0

01 시설비 30,000 30,000 0

○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및 긴급보수

30,00030,000,000원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회진 군도 2호선 아스팔트덧씌우기

100,000100,000,000원

군도 차선도색사업 18,000 51,000 △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 51,000 △33,000

01 시설비 18,000 51,000 △33,000

○ 대덕 옹암 군도 2호선 차선도색

7,000

○ 용산 계산~덕암 군도 8호선 차선도색

6,000

○ 부산 유량 군도 12호선 차선도색

5,000

7,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1,200,000 0 1,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0 0 1,200,000

01 시설비 1,100,000 0 1,100,000

○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 1,100,0001,100,000,000원

02 감리비 100,000 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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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로시설관리

단위: 군도 도로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감리비)

100,000100,000,000원

농어촌도로 도로유지보수 867,840 1,082,840 △215,000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357,840 197,840 160,000

201 일반운영비 26,400 26,400 0

01 사무관리비 2,400 2,400 0

○ 밤재터널 전기안전관리 점검 수수료

2,4002,400,000원

02 공공운영비 24,000 24,000 0

○ 밤재터널(가로등) 및 도로유지관리사무소 공

공요금 24,00024,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31,440 171,440 160,000

01 시설비 330,000 170,000 160,000

○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선형개량, 가드레

일, 반사경, 낙석방지책, 측구정비 등)

150,000

○ 관산 성자2구 농어촌도로201호선 배수로 정

비사업 30,000

○ 장동 농어촌도로 202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 장흥 향양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130,000

1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440 1,440 0

○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4401,440,000원

농어촌도로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 10,000 10,000 0

206 재료비 10,000 10,000 0

01 재료비 10,000 10,000 0

○ 도로보수 자재구입(록하드, 작업도구 등)

10,00010,000,000원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 110,000 498,000 △38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0,000 498,000 △388,000

01 시설비 110,000 498,000 △388,000

○ 장흥 소방본부 앞 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

110,000110,000,000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50,000 122,000 △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122,000 △72,000

01 시설비 50,000 122,000 △72,000

○ 대덕 연정 농어촌도로 102호선 차선도색

5,000

○ 용산 상금 농어촌도로 101호선 차선도색

3,000

5,000,000원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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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로시설관리

단위: 농어촌도로 도로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유치 신월 농어촌도로 206호선 차선도색

32,000

○ 유치 신월 농어촌도로 101호선 차선도색

10,000

32,000,000원

10,000,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50,000 6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60,000 △10,000

01 시설비 50,000 60,000 △10,000

○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50,00050,000,000원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 10,000 1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10,000 0

01 시설비 10,000 10,000 0

○ 농어촌 미개설 도로 사리부설사업(10개읍면)

10,00010,000,000원

설해대책 도로정비 220,000 25,000 19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5,000 5,000

02 공공운영비 10,000 5,000 5,000

○ 제설차량 유지보수 10,00010,000,000원

206 재료비 10,000 0 10,000

01 재료비 10,000 0 10,000

○ 설해대책 도로정비 자재구입 10,00010,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설해대책 도로정비(장비지원)

20,0002,000,000원 * 10개읍면

405 자산취득비 180,000 0 18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0 180,000

○ 설해대책 차량 교체(15톤) 150,000

○ 설해대책 소형살포기 구입 30,000

150,000,000원

30,000,000원

교량 정밀점검용역 40,000 4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40,000 0

01 시설비 40,000 40,000 0

○ 군도 농어촌도로 시특법 교량 정밀 점검용역

40,00040,000,000원

3종시설물(교량1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도비) 20,000 2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3종시설물(교량1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020,000,000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50,000 301,000 △151,000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 사업 150,000 2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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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로시설관리

단위: 농어촌도로 확포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200,000 △50,000

01 시설비 150,000 200,000 △50,000

○ (구)부산교 정비공사 100,000

○ 장평 병동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

50,000

100,000,000원

50,000,000원

어린이 안전 확보 20,000 0 20,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000 0 20,000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20,000 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차선도색, 가

드레일, 표지판 등) 20,00020,000,000원

도시개발 6,512,090 6,952,090 △440,000

국 110,000

균 2,090,000

도 348,000

군 3,964,090

군계획시설물 관리 90,090 90,090 0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28,900 28,900 0

101 인건비 4,800 4,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0 4,800 0

○ 군계획도로, 공원 등 잡초제거 인부임

4,8004,800,000원

201 일반운영비 21,600 21,600 0

01 사무관리비 1,200 1,200 0

○ 예양교 분수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2001,200,000원

02 공공운영비 20,400 20,400 0

○ 공공요금 및 제세(분수 등) 20,40020,400,000원

202 여비 2,500 2,500 0

01 국내여비 2,500 2,500 0

○ 불법광고물 단속(관내) 2,5002,500,000원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21,190 21,190 0

201 일반운영비 19,270 19,270 0

01 사무관리비 19,270 19,270 0

○ 군관리계획 입안 등 공고료

15,000

○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520

○ 급량비 1,750

1,875,000원*4회*2개사

2,520,000원

1,750,000원

202 여비 1,920 1,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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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군계획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1,920 1,920 0

○ 군계획시설사업장 점검 1,9201,920,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유지관리 40,000 40,000 0

201 일반운영비 40,000 40,000 0

02 공공운영비 40,000 40,000 0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20,000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관리

20,000

20,000,000원

20,000,000원

군계획시설사업 3,050,000 3,250,000 △200,000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400,000 4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400,000 0

01 시설비 400,000 400,000 0

○ 군계획도로 정비(인도정비, 아스콘덧씌우기,

측구준설 등) 400,000400,000,000원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200,000 200,000 0

○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

200,000200,000,000원

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 450,00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450,000 △150,000

01 시설비 300,000 450,000 △150,000

○ 주공1차~고향갈비탕 간 군계획도로 개설(보

상비) 300,000300,000,000원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550,000 1,000,000 △4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1,000,000 △450,000

01 시설비 550,000 993,700 △443,700

○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4차

분) 550,000550,000,000원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500,000 0 500,000

○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보상

비) 500,000500,000,000원

예양공원 내 사유지 매입 600,000 0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0 600,000

01 시설비 600,000 0 600,000

○ 예양공원 내 사유지 매입 600,000600,000,000원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00,000 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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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군계획시설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500,000 0 500,000

○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00,000500,000,000원

도시재생사업 2,983,000 3,575,000 △592,000

균 2,090,000

도 348,000

군 545,000

도시재생뉴딜사업(국/균특) 2,983,000 3,575,000 △592,000

균 2,090,000

도 348,000

군 545,000

101 인건비 120,758 120,758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758 120,758 0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기본급

42,0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기본급

60,000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15,158

○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관외여비

3,600

3,500,000원*1명*12월

2,500,000원*2명*12월

15,158,000원

100,000원*3명*1회*12회

201 일반운영비 30,400 31,400 △1,000

01 사무관리비 17,400 23,400 △6,000

○ 일반수용비 15,000

○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수당 2,400

15,000,000원

2,400,000원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3,000250,000원*12월

03 행사운영비 10,000 5,000 5,000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사 10,00010,000,000원

301 일반보전금 4,000 4,800 △800

09 행사실비지원금 4,000 4,800 △800

○ 도시재생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지원

4,00020,000원*20명*10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817,842 3,413,042 △595,200

균 2,090,000

도 348,000

군 379,842

01 시설비 2,817,842 3,413,042 △595,200

○ 도시재생뉴딜사업 2,817,8422,817,842,000원

균 2,090,000

도 348,000

군 379,842

405 자산취득비 10,000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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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시재생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5,000 5,0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집기구입

10,00010,000,000원

경관조성사업 389,000 37,000 352,000

국 110,000

군 279,000

현수막 게시대 설치 32,000 37,000 △5,00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2 공공운영비 2,000 2,000 0

○ 현수막 온라인 접수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2,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5,000 △5,000

01 시설비 30,000 35,000 △5,000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설치

22,000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8,000

11,000,000원*2개소

8,000,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0 0 24,000

101 인건비 24,000 0 24,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 0 24,000

○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02,000,000원*1명*12개월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00,000200,000,000원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국비) 133,000 0 133,000

국 110,000

군 2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3,000 0 133,000

국 110,000

군 23,000

01 시설비 133,000 0 133,000

○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국비)

100,000100,000,000원

국 80,000

군 20,000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국비)

33,00033,000,000원

국 30,000

군 3,000

농업경쟁력강화 9,112,272 9,794,100 △681,828

국 1,634,711

도 1,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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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5,891,561

농업기반조성 1,998,000 1,965,000 33,000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군/균특전환) 1,808,000 1,895,000 △8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8,000 1,895,000 △87,000

01 시설비 1,800,000 1,887,000 △87,000

○ 장흥읍 210,000

― 장흥 건산1구 용수로 정비공사

40,000

― 장흥 평장2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장흥 금산2구 용수로 정비공사

45,000

― 장흥 덕제3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장흥 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관산읍 185,000

― 관산 대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관산 옥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관산 부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관산 용전 배수로 정비공사 26,000

― 관산 관덕마을 농로포장공사

49,000

○ 대덕읍 180,000

― 대덕 신기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40,000

― 대덕 산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대덕 영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대덕 연지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

20,000

― 대덕 가학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용산면 185,000

― 용산 인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용산 월림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

15,000

― 용산 운주제 수변공원 정비공사

30,000

― 용산 접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안양면 175,000

40,000,000원

40,000,000원

45,000,000원

40,000,000원

45,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26,000,000원

49,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8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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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안양 해창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안양 수양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안양 학송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 안양 기산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장동면 180,000

― 장동 만수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장동 외반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50,000

― 장동 북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50,000

― 장동 용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장평면 170,000

― 장평 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장평 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녹양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장평 대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제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장평 축내마을 석축쌓기 정비공사

40,000

○ 유치면 70,000

― 유치 대천1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70,000

○ 부산면 175,000

― 부산 내안리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부산 성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부산 호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회진면 180,000

― 회진 대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회진 덕흥마을 농로포장공사

90,000

○ 위험 농로 응급복구(10개읍면)

50,000

○ 위험 용배수로 응급복구(10개읍면)

40,000

20,000,000원

25,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70,000,000원

90,000,000원

50,000,000원

35,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8,000 8,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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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0008,000,000원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60,000 6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60,000 0

01 시설비 60,000 60,000 0

○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60,00060,000,000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0,000 1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10,000 20,000

01 시설비 30,000 10,000 20,000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0,00030,000,000원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전산화 D/B 구축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전산화 D/B 구축

100,000100,000,000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871,500 1,021,500 850,000

도 980,000

군 891,500

수리시설 유지관리 214,500 233,500 △19,000

201 일반운영비 38,500 37,500 1,000

01 사무관리비 31,000 30,000 1,000

○ 일반수용비 21,000

― 풍길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고압) 대행

수수료 6,600

― 사촌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고압) 대행

수수료 3,600

― 내저 배수펌프장 외 4개소 전기안전관리(

저압) 대행수수료 3,600

― 용산 재송 양수장 전기안전관리(고압) 대

행수수료 3,600

― 장동 외반 양수장 외 8 전기안전관리(저압

) 대행수수료 3,600

○ 수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일반수용비

10,000

6,600,000원

3,600,000원

3,600,000원

3,600,000원

3,600,000원

10,000,000원

02 공공운영비 7,500 7,500 0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및 운영요금)

7,5007,5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76,000 196,000 △20,000

01 시설비 176,000 196,000 △20,000

○ 수리시설 유지보수(저수지, 방조제, 양배수

장, 대형관정) 70,000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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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농업생산기반시설(문비, 송수관 등 긴급보수

)유지보수 30,000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2개소)

66,000

○ 저수지 수변공원 유지관리(6개소)

10,000

30,000,000원

66,000,000원

10,000,000원

저수지, 방조제 잡목 제거사업 88,000 88,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88,000 88,000 0

01 시설비 88,000 88,000 0

○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사업(저수지, 방조

제 10개읍면) 88,00088,000,000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00,000100,000,000원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균특

전환)(전환사업)

863,000 200,000 663,000

도 560,000

군 30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63,000 200,000 663,000

도 560,000

군 303,000

01 시설비 795,500 199,000 596,500

○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95,500795,500,000원

도 506,000

군 289,500

02 감리비 64,500 0 64,500

○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64,50064,500,000원

도 51,600

군 12,900

03 시설부대비 3,000 1,000 2,000

○ 시설부대비 3,0003,000,000원

도 2,400

군 600

장평 청용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균특

전환)(전환사업)

150,000 0 150,000

도 120,000

군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도 120,000

군 30,000

01 시설비 140,000 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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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평 청용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0,000140,000,000원

도 112,000

군 28,000

02 감리비 5,000 0 5,000

○ 감리비 5,0005,000,000원

도 4,000

군 1,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부대비 5,0005,000,000원

도 4,000

군 1,000

관산 부평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균특

전환)(전환사업)

375,000 0 375,000

도 300,000

군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5,000 0 375,000

도 300,000

군 75,000

01 시설비 340,000 0 340,000

○ 관산 부평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40,000340,000,000원

도 272,000

군 68,000

02 감리비 30,000 0 30,000

○ 감리비 30,00030,000,000원

도 24,000

군 6,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부대비 5,0005,000,000원

도 4,000

군 1,000

장평 여의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81,000 0 8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1,000 0 81,000

01 시설비 76,000 0 76,000

○ 장평 여의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76,00076,000,000원

02 감리비 5,000 0 5,000

○ 감리비 5,0005,000,000원

배수개선사업 1,764,711 2,630,000 △865,289

국 1,634,711

군 130,000

흙수로 구조물화 130,000 13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0 130,000 0

01 시설비 130,000 130,000 0

- 24 -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배수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30,000130,000,000원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국비) 1,634,711 2,500,000 △865,289

국 1,634,711

401 시설비및부대비 1,634,711 2,500,000 △865,289

국 1,634,711

01 시설비 1,554,000 2,394,000 △840,000

○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554,0001,554,000,000원

국 1,554,000

02 감리비 80,000 100,000 △20,000

○ 감리비 80,00080,000,000원

국 80,000

03 시설부대비 711 6,000 △5,289

○ 시설부대비 711711,000원

국 711

농촌용수개발 2,019,461 2,343,000 △323,539

농촌생활환경정비(한발대비 용수개발)(군/균특전환) 400,000 50,000 3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50,000 350,000

01 시설비 400,000 50,000 350,000

○ 덕흥 양수장 설치 400,000400,000,000원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군/균특전환)(전

환사업)

1,369,461 1,769,000 △399,539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9,461 1,769,000 △399,539

01 시설비 1,264,000 1,669,000 △405,000

○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64,0001,264,000,000원

02 감리비 100,000 100,000 0

○ 감리비 100,0001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5,461 0 5,461

○ 부대비 5,4615,461,000원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군/균특전환)(전

환사업)

250,000 0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0 250,000

01 시설비 235,000 0 235,000

○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35,000235,000,000원

02 감리비 5,000 0 5,000

○ 감리비 5,0005,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 부대비 10,00010,000,000원

농지기반조성 1,200,000 1,676,000 △476,000

도 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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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농지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684,0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군/균특전환)(전환사업) 600,000 1,200,000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1,200,000 △600,000

01 시설비 600,000 1,200,000 △600,00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00,000600,000,000원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균특전환)(전

환사업)

500,000 476,000 24,000

도 430,000

군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476,000 24,000

도 430,000

군 70,000

01 시설비 455,000 476,000 △21,000

○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55,000455,000,000원

도 391,300

군 63,700

02 감리비 40,000 0 40,000

○ 감리비 40,00040,000,000원

도 34,400

군 5,6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부대비 5,0005,000,000원

도 4,300

군 700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시설개량)사업(도/균

특전환)(전환사업)

100,000 0 100,000

도 86,000

군 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도 86,000

군 14,000

01 시설비 95,000 0 95,000

○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시설개량)사

업 95,00095,000,000원

도 81,700

군 13,3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시설부대비 5,0005,000,000원

도 4,300

군 700

삼산간척농지 유지보수 158,600 158,600 0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 158,600 158,600 0

201 일반운영비 38,600 38,600 0

02 공공운영비 38,600 38,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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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농업경쟁력강화

단위: 삼산간척농지 유지보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공요금 및 제세 38,60038,6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20,000 0

01 시설비 120,000 120,000 0

○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00

○ 접속농로 유지보수 20,000

100,000,000원

20,000,000원

밭기반 정비 100,000 0 100,000

도 90,000

군 10,000

대덕 평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균특전환)(전환사

업)

100,000 0 100,000

도 90,000

군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도 90,000

군 10,000

01 시설비 85,000 0 85,000

○ 대덕 평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85,00085,000,000원

도 76,500

군 8,500

02 감리비 10,000 0 10,000

○ 감리비 10,00010,000,000원

도 9,000

군 1,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부대비 5,0005,000,000원

도 4,500

군 500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 3,014,000 2,339,000 675,000

균 2,250,000

군 764,000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464,000 214,000 250,000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314,000 14,000 3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 일반운영비 2,000

○ 정남진 로하스타운 홍보물품 구입

3,500

○ 지역개발사업관련 신문광고비, 책자제작 자

문위원수당 등 4,500

2,000,000원

3,500,000원

4,500,000원

202 여비 4,000 4,000 0

01 국내여비 4,000 4,000 0

○ 정남진 로하스타운 업무추진 여비

4,000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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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

단위: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0 300,000

01 시설비 300,000 0 300,000

○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0,000300,000,000원

로하스타운 민원처리 150,000 20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200,000 △50,000

01 시설비 150,000 200,000 △50,000

○ 안양 기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5,000

○ 안양 비동마을 유선각 이설사업

35,000

○ 안양 동계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 로하스~통합의료병원 인도설치사업

40,000

35,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지역개발사업(국비) 2,550,000 2,125,000 425,000

균 2,250,000

군 300,000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군/균특) 850,000 364,000 486,000

균 8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0 364,000 486,000

균 850,000

01 시설비 849,000 364,000 485,000

○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성장촉진)

849,000849,000,000원

균 849,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시설부대비 1,0001,000,000원

균 1,000

토요시장 진입교량(예양교) 개선사업(군/균특) 1,400,000 1,331,000 69,000

균 1,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1,331,000 69,000

균 1,400,000

01 시설비 1,397,500 1,326,208 71,292

○ 토요시장 진입교량(예양교) 개설사업(성장촉

진) 1,397,5001,397,500,000원

균 1,397,500

03 시설부대비 2,500 4,792 △2,292

○ 시설부대비 2,5002,500,000원

균 2,500

장흥 우드랜드 진입도로 유지보수 300,000 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0 300,000

01 시설비 299,000 0 2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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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

단위: 지역개발사업(국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우드랜드 진입도로 유지보수사업

299,000299,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시설부대비 1,0001,000,000원

행정운영경비(건설도시과) 243,760 243,100 660

도 95,000

군 148,760

기본경비 148,760 148,100 660

기본경비 / 행복마을 58,160 55,500 2,660

201 일반운영비 45,000 40,000 5,000

01 사무관리비 40,000 35,000 5,000

○ 일반수용비 33,000

○ 급량비 7,000

33,000,000원

7,000,000원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5,0005,000,000원

202 여비 8,000 8,000 0

01 국내여비 8,000 8,000 0

○ 업무추진 여비(관내) 8,0008,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5,160 7,500 △2,34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0 4,200 9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05,160,000원

기본경비 / 도로시설 18,500 20,500 △2,000

201 일반운영비 12,500 12,500 0

01 사무관리비 12,500 12,500 0

○ 일반수용비 6,500

○ 급량비 6,000

6,500,000원

6,000,000원

202 여비 6,000 8,000 △2,000

01 국내여비 6,000 8,000 △2,000

○ 업무추진 여비 6,0006,000,000원

기본경비 / 도시재생 28,200 28,200 0

201 일반운영비 18,200 18,200 0

01 사무관리비 18,200 18,200 0

○ 일반수용비 14,200

○ 급량비 4,000

710,000원*2종*10회

8,000원*5명*100식

202 여비 10,000 10,000 0

01 국내여비 10,000 10,000 0

○ 업무추진 여비 10,00010,000,000원

기본경비 / 농업기반 19,200 19,200 0

201 일반운영비 11,200 11,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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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도시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1,200 11,200 0

○ 일반수용비 7,200

○ 급량비 4,000

7,200,000원

4,000,000원

202 여비 8,000 8,000 0

01 국내여비 8,000 8,000 0

○ 업무추진 여비 8,0008,000,000원

기본경비 / 로하스 24,700 24,700 0

201 일반운영비 18,700 18,700 0

01 사무관리비 15,700 15,700 0

○ 일반수용비, 지역개발사업 신문공고료, 심의

위원회 수당 10,000

○ 업무추진 급량비 5,700

10,000,000원

5,700,000원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3,0003,000,000원

202 여비 6,000 6,000 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 업무추진 여비 6,0006,000,000원

인력운영비 95,000 95,000 0

도 95,000

인력운영비(수로원)(도비) 95,000 95,000 0

도 95,000

101 인건비 95,000 95,000 0

도 95,000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000 95,000 0

○ 인력운영비(도로실무원) 95,00095,000,000원

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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