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
단위: 국유재산관리 및 건설기계등록관리 (단위:천원)

건설도시과 69,834,712 75,423,731 △5,589,019

국 800,000

균 4,249,000

도 2,052,000

시 62,733,712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 193,634 187,750 5,884

국유재산관리 및 건설기계등록관리 193,634 187,750 5,884

국유재산관리 및 건설기계등록관리 183,118 183,030 88

201 일반운영비 40,538 39,550 988

01 사무관리비 38,620 36,620 2,000

□ 일반수용비 31,820

○ 행정사무기기 수선비
3,750

○ 국유재산점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
4,000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소모
품 구입 4,800

○ 건설기계 서식 유인
2,000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시스템 유지보
수 용역 2,2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4,8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520

○ 보고서 유인 4,000

○ 소송업무 증지 구입
3,750

□ 급량비 4,800

○ 국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업무추진
4,800

□ 임차료 2,000

○ 물품 및 장비임차 2,000

02 공공운영비 1,918 2,930 △1,012

□ 국유재산임대료 고지서 발송
886

□ 건설기계 안내엽서 발송 우편료
1,032

202 여비 10,080 10,080 0

01 국내여비 10,080 10,080 0

□ 국유 재산관리 현장 점검
4,200

□ 건설기계 주기적 현장 점검
1,400

□ 회의, 교육 연찬회 등 참석
2,880

250,000원*3대*5회

400원*10,000매

400,000원*12월

200원*10,000매

2,200,000원*1식

40,000원*10종*12월

420,000원*6개

20,000원*50부*4회

15,000원*250필지

8,000원*5명*120일

500,000원*4회

2,530원*350건

430원*200건*12월

20,000원*3명*70일

20,000원*2명*35일

80,000원*3명*12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
단위: 국유재산관리 및 건설기계등록관리 (단위:천원)

□ 소유권 이전관련 관외 출장
1,600

203 업무추진비 7,500 7,5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 7,500 0

□ 건설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000 125,900 △900

01 시설비 125,000 125,000 0

□ 국유재산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0,000

□ 국유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0

□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

전문건설업 관리 10,516 4,720 5,796

201 일반운영비 6,716 2,920 3,796

01 사무관리비 6,320 2,920 3,400

□ 일반수용비 1,000

○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및 등록증 제작
1,000

□ 급량비 1,920

○ 전문 건설업 업무추진
1,920

□ 카카오채널 홍보 수수료
3,400

02 공공운영비 396 0 396

□ 태블릿PC 통신요금 396

202 여비 1,800 1,800 0

01 국내여비 1,800 1,800 0

□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실태조사
1,800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0 2,000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 2,000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59,779,018 60,215,996 △436,978

국 800,000

균 4,249,000

도 543,000

시 54,187,018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59,779,018 60,215,996 △436,978

국 800,000

균 4,249,000

도 543,000

시 54,187,018

80,000원*2명*10회

7,500,000원*1식

500,000원*40건

500,000원*10건

100,000,000원*1식

5,000원*200부

8,000원*2명*120일

17원*2,000명*10건*10월

33,000원*12월

20,000원*2명*45일

2,000,000원*1대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292,817 30,520,397 4,772,420

201 일반운영비 10,500 10,500 0

01 사무관리비 10,500 10,500 0

□ 일반수용비 5,7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2,400

○ 각종 서식 유인 1,5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800

□ 급량비 4,800

○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4,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282,317 30,509,897 4,772,420

01 시설비 35,200,000 30,440,000 4,760,000

□ 아포읍 인1리 방죽웃골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아포읍 인2리 연실경로당 뒤 옹벽블록 설
치공사 300,000

□ 아포읍 인2리 연모산지 뒤 농로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인3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인3리 농로확장공사
30,000

□ 아포읍 인4리 백모지 옆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의1리 뒷골 마을진입로 외 아스콘
포장공사 60,000

□ 아포읍 의2리 마을 안 외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아포읍 예2리 탑재 농로포장공사
60,000

□ 아포읍 예2리 장방골 아스콘포장공사
40,000

□ 아포읍 지1리 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지2리 마을 안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아포읍 지2리 뒷산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아포읍 대신1리 뒷산 농배수로 포장공사
60,000

□ 아포읍 대신3리 큰골천 농로개설공사
150,000

□ 아포읍 봉산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00,000

□ 아포읍 봉산2리 마을 중앙 배수로 정비공
사 30,000

10,000원*20종*12월

10,000원*5종*30부

300,000원*2대*3회

8,000원*5명*120일

1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아포읍 봉산2리 고속도로 옆 농로개설공사
40,000

□ 아포읍 봉산3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00,000

□ 아포읍 제석1리 마을 뒤 농로개설공사
50,000

□ 아포읍 제석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0,000

□ 아포읍 제석3리 길지 농로확장공사
50,000

□ 아포읍 제석3리 동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아포읍 국사1리 주민쉼터 조성사업
30,000

□ 아포읍 국사1리 마을 뒤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국사2리 DLA 주변 농로확장공사
80,000

□ 아포읍 국사3리 득골천 농로확장공사
200,000

□ 아포읍 송천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40,000

□ 아포읍 송천1리 제방도로 휀스설치공사
20,000

□ 아포읍 송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70,000

□ 아포읍 송천3리 마을 뒤 농로포장공사
100,000

□ 아포읍 송천3리 금계길 옆 외 농배수로 정
비공사 30,000

□ 아포읍 송천3리 쉼터 앞 마을진입로 정비
공사 20,000

□ 아포읍 송천4리 사량~평화마을 농로개설공
사 200,000

□ 아포읍 송천4리 금청지 하류 외 농로포장
공사 30,000

□ 아포읍 대성1리 간대골 배수로정비 및 농
로확장공사 70,000

□ 아포읍 대성2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60,000

□ 농소면 입석리 외말리들 배수로 및 농로확
장공사 50,000

□ 농소면 월곡2리 뒷들 농로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봉곡1리 산밭골 농로 및 사면정비
공사 90,000

□ 농소면 봉곡1리 우봉골 배수로 및 농로포
장공사 40,000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농소면 봉곡1리 송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40,000

□ 농소면 봉곡2리 노산앞 배수관 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용암1리 숲페 배수로공사
40,000

□ 농소면 용암1리 상보입구 농로포장공사
40,000

□ 농소면 용암1리 둥지골 농로확장공사
40,000

□ 농소면 용암1리 밋골 배수로 및 사면정비
공사 50,000

□ 농소면 용암2리 능골 배수로공사
40,000

□ 농소면 연명리 수오동 진입로 정비공사
40,000

□ 농소면 연명리 각골 소교량 및 배수로 정
비공사 60,000

□ 농소면 연명리 한지골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농소면 신촌리 뒷들 농로정비공사
50,000

□ 농소면 노곡리 여섯말리들 농로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노곡리 뒷골들 농로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도공촌리 마을뒤 사면정비공사
50,000

□ 농소면 월곡4리 못골 사면정비공사
40,000

□ 농소면 입석리 수락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0,000

□ 남면 운곡1리(감나무골)농로확장공사
30,000

□ 남면 송곡1리(살구짐길)농로정비공사
70,000

□ 남면 송곡2리(은숙골)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남면 월명2리 잡낭골 세천 정비공사
50,000

□ 남면 부상1리 마을회관뒤 소교량 개체공사
50,000

□ 남면 부상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남면 오봉1리(원골)배수로 및 농로정비공
사 40,000

□ 남면 오봉2리(갈항)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
사 30,000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남면 봉천1리 오봉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60,000

□ 남면 봉천2리(천동지)가각부 확장공사
25,000

□ 남면 초곡2리 서원회관 뒤 농로개설공사
60,000

□ 남면 운남1리 온천골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 20,000

□ 남면 운곡1리 농로정비공사
30,000

□ 남면 송곡1리(안솔방길)농로정비공사
50,000

□ 남면 송곡2리(마곡)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남면 월명2리(운봉)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남면 오봉1리(원곡)세천정비공사
120,000

□ 남면 오봉2리(갈항)세천정비공사
120,000

□ 남면 봉천1리(버던골)배수로 및 농로정비
공사 28,000

□ 남면 초곡1리 초곡교회 철거공사
25,000

□ 남면 운곡2리 운곡천변 소교량 개체공사
60,000

□ 남면 월명1리 축사뒤 농로정비공사
170,000

□ 남면 월명2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50,000

□ 남면 부상1리(농남)사면 정비공사
60,000

□ 남면 운남1리(용밭)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남면 초곡1리 마을안 농로정비공사
40,000

□ 남면 초곡1리 마을안 주차장 조성공사
35,000

□ 남면 송곡1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남면 송곡2리(진살밭길)농로확장공사
90,000

□ 남면 월명2리 우대실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남면 봉천1리 연봉골 사면정비공사
25,000

□ 남면 옥산2리(옥산길)농로정비공사
40,000

6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남면 봉천2리(개기골)농로포장공사
30,000

□ 개령면 광천1리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60,000

□ 개령면 덕촌1리 아천옆 농로정비공사
50,000

□ 개령면 남전2리 마을안 도로 및 배수로 정
비공사 40,000

□ 개령면 황계1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개령면 황계1리 마을쉼터 환경정비공사
55,000

□ 개령면 덕촌2리 마을안 배수로 및 농로정
비공사 40,000

□ 개령면 서부리 김선로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40,000

□ 개령면 동부1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개령면 동부1리 마을회관 뒤편 주차장 조
성공사 160,000

□ 개령면 양천리 안들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개령면 남전1리 건들골 사면정비공사
60,000

□ 개령면 남전2리 용정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개령면 서부리 서부저온창고 사면보강공
사 55,000

□ 개령면 광천2리 불당골 농로정비공사
40,000

□ 개령면 신룡3리 신룡들 가드레일 설치공사
35,000

□ 감문면 보광리 파출소 옆 농로정비공사
80,000

□ 감문면 금라리 장전들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감문면 금라리 금라교회 앞 배수로 정비공
사 45,000

□ 감문면 구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00

□ 감문면 은림리(상군)농로포장공사
45,000

□ 감문면 은림리(본리)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도명리 집하장옆 농로확장공사
80,000

□ 감문면 도명리 뒷골 정비공사
40,000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감문면 도명리 농로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문무리 마을안길 농로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문무리 농로포장공사
30,000

□ 감문면 문무리 안다미로옆 배수로 정비공
사 65,000

□ 감문면 남곡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60,000

□ 감문면 남곡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감문면 송북1리 비터골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송북2리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
30,000

□ 감문면 송북2리 마을안 세천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송북2리 농로정비공사
50,000

□ 감문면 금곡1리 움들마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감문면 금곡2리 농로포장공사
75,000

□ 감문면 송북1리 이터골 배수로 정비공사
75,000

□ 감문면 삼성1리(외삼봉)농로정비공사
50,000

□ 감문면 삼성2리(오성)세천정비공사
90,000

□ 감문면 삼성2리(오성)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광덕2리(장내)아스콘포장공사
160,000

□ 감문면 광덕2리(탄동)농로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덕남1리(신풍)자구리 배수로 정비
공사 150,000

□ 감문면 덕남1리 절고개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감문면 덕남1리 농로정비공사
30,000

□ 감문면 태촌1리(안마)우수관로 교체공사
60,000

□ 감문면 태촌3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50,000

□ 감문면 성촌리(명창)마을안길 확장공사
80,000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감문면 대양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40,000

□ 감문면 대양1리 농로 확포장공사
60,000

□ 감문면 대양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감문면 대양2리(천동)농로 확장공사
45,000

□ 감문면 보광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금라리 오로골 세천정비공사
75,000

□ 감문면 금라리 덕골 농로정비공사
90,000

□ 감문면 구야리 새양골 농로포장공사
60,000

□ 감문면 은림리(상군)농로정비공사
30,000

□ 감문면 은림리(하군)사면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문무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감문면 남곡리 감마골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감문면 광덕1리(가척)농로포장공사
50,000

□ 어모면 중왕1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
60,000

□ 어모면 중왕3리 사면정비공사
35,000

□ 어모면 옥율2리 농로정비공사
50,000

□ 어모면 남산1리 세천정비공사
60,000

□ 어모면 남산3리 마을회관 주차장 확장공사
45,000

□ 어모면 다남1리 농로정비공사
65,000

□ 어모면 군자1리 새장터골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어모면 군자3리 농로확포장공사
28,000

□ 어모면 덕마1리 밤밭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어모면 덕마2리 농로개설공사
30,000

□ 어모면 구례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어모면 구례3리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어모면 옥계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옥계2리 농로 정비공사
34,000

□ 어모면 능치1리 쉼터정비공사
25,000

□ 어모면 능치2리 비석걸 농로 확포장공사
40,000

□ 어모면 능치3리 용문산 마을안 배수로 정
비공사 40,000

□ 어모면 도암1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어모면 도암2리(내남골)세천정비공사
80,000

□ 어모면 도암3리(에코타운)쉼터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은기1리 배수로 설치공사
50,000

□ 어모면 은기3리(봉황)세천정비공사
70,000

□ 어모면 동좌1리 작골들 농로정비공사
60,000

□ 어모면 동좌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어모면 문화마을 놀이터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남산1,2리 곤밭골 배수로 정비공사
38,000

□ 어모면 군자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35,000

□ 어모면 옥율리 마을진입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100,000

□ 어모면 덕마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5,000

□ 어모면 구례1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어모면 구례3리 마을앞 세천정비공사
45,000

□ 어모면 옥계1리 사면정비공사
45,000

□ 어모면 능치1리 세장터골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능치2리 남토골 세천 및 농로확장
공사 50,000

□ 어모면 능치3리 용문산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어모면 도암1리 도토박이 및 분통골 농로
확포장공사 45,000

□ 어모면 도암2리(애앗골,조산배기)배수로정
비공사 35,000

□ 어모면 중왕1리 농로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옥율1리 세천정비공사
40,000

□ 어모면 도암1리 용지골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은기3리(봉황)농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어모면 동좌1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60,000

□ 어모면 동좌1리 세천정비공사
50,000

□ 어모면 능치1리 옥수골 농로 및 배수로 정
비공사 45,000

□ 어모면 동좌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40,000

□ 어모면 군자2리,옥계2리 농로확장공사 실
시설계용역 20,000

□ 어모면 도암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50,000

□ 어모면 능치2리 능치세천 정비공사
60,000

□ 어모면 옥율2리 밤주골 농로 및 배수로 정
비공사 30,000

□ 어모면 은기2리 각골 세천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능치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군자2리 농로정비공사
40,000

□ 봉산면 신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봉산면 인의1리 농로포장공사
20,000

□ 봉산면 인의2리(직동)농로확장공사
20,000

□ 봉산면 예지1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 봉산면 예지1리 장살골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봉산면 예지2리 석축공사
70,000

□ 봉산면 예지2리 석축,배수로 설치공사
50,000

4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봉산면 예지2리 사면정비공사
50,000

□ 봉산면 덕천1리 사면정비공사
80,000

□ 봉산면 덕천리(용배)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봉산면 태화2리 느리기 석축보강공사
90,000

□ 봉산면 태화2리 뒷골~서당골 농로포장공사
30,000

□ 봉산면 태화3리(창촌)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80,000

□ 봉산면 상금1리 바골길 농로보수공사
50,000

□ 봉산면 상금1리 바골길 농로설치공사
70,000

□ 봉산면 상금1리 깎끔뜰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 봉산면 상금2리 갓골 농로설치공사
50,000

□ 봉산면 상금2리 모개나무골 배수로 설치공
사 20,000

□ 봉산면 상금2리 도치미골 사면정비공사
45,000

□ 봉산면 신암1리 갈곡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봉산면 신암1리(고도암)예고대미 및 삼박
골 노후교량 교체공사

30,000

□ 봉산면 신암1리(고도암)사면정비공사
80,000

□ 봉산면 신암1리(고도암)농로포장 및 교량
설치공사 30,000

□ 봉산면 신암2리(가성)삼터골 도로확장공사
100,000

□ 봉산면 신암2리(가성)안가성길 도로확장공
사 50,000

□ 봉산면 신암2리(신기)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봉산면 신암2리(신기)배수로 설치공사
40,000

□ 봉산면 광천1리 서당터골 농로포장공사
50,000

□ 봉산면 광천1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 봉산면 광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봉산면 광천1리 농로정비공사
85,000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봉산면 광천2리 곤천 점터 배수로 설치공
사 20,000

□ 봉산면 신암2리 가성 배수로 및 사면정비
공사 63,000

□ 대항면 향천1리(지천)세월교 정비공사
40,000

□ 대항면 향천1리(지천)세천정비공사
50,000

□ 대항면 향천2리(합천)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대항면 향천3리(묘내)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90,000

□ 대항면 향천4리(방하치)사면 및 배수로 정
비공사 40,000

□ 대항면 향천4리(방하치)사면정비공사
35,000

□ 대항면 운수1리(본리)농로정비공사
25,000

□ 대항면 운수2리(돌모)세천정비공사
80,000

□ 대항면 운수3리(백운)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대항면 주례1리(화곡)농로확장공사
45,000

□ 대항면 주례2리(주공)사면정비공사
30,000

□ 대항면 주례2리(주공)농로포장공사
40,000

□ 대항면 주례2리(삼거)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40,000

□ 대항면 대성1리(공자)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대항면 대성2리(방하)세천복구공사
80,000

□ 대항면 대성2리(창평)사면 및 농로정비공
사 140,000

□ 대항면 덕전1리(덕산)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82,000

□ 대항면 덕전2리(죽전)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 대항면 덕전3리(세송)농로확장공사
35,000

□ 대항면 대룡리~봉산면 예지리 세월교 정비
공사 15,000

□ 대항면 복전2리(복전)배수로 설치공사
15,000

□ 대항면 복전2리(복산)사면 정비공사
52,000

20,000,000원*1식

6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82,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대항면 운수1리(본리)백운천 교량확장공사
50,000

□ 대항면 주례1리(화곡)화곡천 교량확장공사
30,000

□ 대항면 덕전리(덕산)범어골천 세월교 정비
공사 60,000

□ 대항면 덕전2리(죽전)농로정비공사
80,000

□ 감천면 무안2리(삼배실골)농로정비공사
60,000

□ 감천면 금송2리 이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감천면 금송3리 마을뒤 비탈면 정비공사
50,000

□ 감천면 금송4리 농로확포장공사
80,000

□ 감천면 도평2리(도촌)마을안길 정 비공사
80,000

□ 감천면 무안2리(당산골)농로정비공사
30,000

□ 감천면 용호2리 부무골 농로확장공사
200,000

□ 감천면 무안3리(샛골)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감천면 용호1리(목골)진입로 확장공사
60,000

□ 감천면 광기2리 농로 사면정비공사
45,000

□ 감천면 광기3리(원동골)농로확포장공사
50,000

□ 감천면 광기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000

□ 감천면 금송2리 농로확포장공사
100,000

□ 감천면 금송1리 금송용암로 주변 농로정비
공사 35,000

□ 조마면 대방3리 동지골 세천정비공사
150,000

□ 조마면 대방2리 마을 안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안1리 마을회관 앞 아스콘포장공
사 150,000

□ 조마면 신안2리 마을회관 앞 아스콘 포장
공사 150,000

□ 조마면 신안3리 죽성골 농로정비공사
70,000

□ 조마면 신안3리 마을회관 앞 아스콘 포장
공사 170,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조마면 신안5리 대사동제 농로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안5리 마을회관 앞 아스콘 포장
공사 170,000

□ 조마면 삼산리 용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왕1리 영명사 옆 제방보수공사
60,000

□ 조마면 신왕1리 옆 세천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왕2리 송정지 옆 농로정비공사
80,000

□ 조마면 신왕2리 도동골 안 사면정비공사
70,000

□ 조마면 강곡2리 말동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대방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000

□ 조마면 장암1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30,000

□ 조마면 장암1리 하장 마을회관 주변환경
조성공사 30,000

□ 조마면 장암2리 손목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장암2리 작은모골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조마면 장암3리 마을회관 앞 배수로 재정
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곡3리 마을일원 체육공원 정비공
사 40,000

□ 조마면 신곡3리 근육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곡2리 밤나무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조마면 신곡1리 신곡저수지 옆 농로정비공
사 60,000

□ 조마면 장암2리 작은늑막골 배수로 정비공
사 60,000

□ 구성면 하강1리 안마실 안길정비공사
60,000

□ 구성면 하강1리 마을회관 사면정비공사
50,000

□ 구성면 하강2리 세천정비공사
35,000

□ 구성면 하강2리 하강길 농배수로 정비공사
36,000

□ 구성면 양각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0

5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구성면 양각1리 자두마을 사면정비공사
38,000

□ 구성면 양각2리 모산마을 안길정비공사
95,000

□ 구성면 흥평1리 당산골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 구성면 흥평2리 점터마을 정비공사
60,000

□ 구성면 송죽1리 제방변 농로포장공사
55,000

□ 구성면 송죽1리 백일대못 농로확장공사
130,000

□ 구성면 송죽2리 다래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90,000

□ 구성면 광명1리 마을회관 앞 정비공사
60,000

□ 구성면 광명2리 붕대길 세천정비공사
150,000

□ 구성면 금평1리 광향지 옆 농로정비공사
30,000

□ 구성면 금평2리 살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구성면 구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 구성면 구미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 구성면 임평리 도장골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 구성면 임천리 장자동 농로포장공사
55,000

□ 구성면 월계리 골마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75,000

□ 구성면 마산리 샘물골 세천정비공사
40,000

□ 구성면 마산리 송골 배수로 정비공사
85,000

□ 구성면 작내리 넓떡골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구성면 용호리 덥박골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구성면 상거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20,000

□ 구성면 상거2리 웃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구성면 상좌원리 도동마을 배수로 정비공
사 50,000

□ 구성면 상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30,000

38,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구성면 미평1리 정타골 사면정비공사
48,000

□ 구성면 미평2리 도롱골 농로정비공사
33,000

□ 구성면 미평2리 경로당 옆 세천정비공사
70,000

□ 구성면 미평3리 운동마을회관 주변 정비공
사 42,000

□ 구성면 양각1리 자두마을 세천정비공사
150,000

□ 구성면 하강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000

□ 구성면 송죽1리 중앙교회 뒤 배수로 정비
공사 80,000

□ 구성면 송죽1리 오승농장 앞 농로정비공사
60,000

□ 지례면 상부1리 주유소 뒤 사면정비공사
40,000

□ 지례면 교1리 당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지례면 관덕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46,000

□ 지례면 관덕2리 청산골 세천정비공사
60,000

□ 지례면 이전리 불당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0

□ 지례면 도곡1리 마을회관 뒤 농로확장공사
70,000

□ 지례면 도곡3리 농로 및 사면정비공사
40,000

□ 지례면 울곡리 기터안길 농배수로 정비공
사 30,000

□ 지례면 여배3리 배밑골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지례면 신평2리 묵로골 농로정비공사
35,000

□ 지례면 교2리 밤나무골 농로정비공사
30,000

□ 지례면 울곡리 보건소 주변 배수로 정비공
사 30,000

□ 지례면 대율리 참샘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31,000

□ 지례면 도곡1리 가좌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지례면 관덕1리 작신호골 농배수로 정비공
사 35,000

□ 지례면 신평1리 원신평 마을안길 확포장공
사 53,000

48,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3,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지례면 신평1리 원신평 아스콘 포장공사
35,000

□ 지례면 관덕2리 농로 및 사면정비공사
30,000

□ 지례면 도곡2리 농공단지 건너 농로정비공
사 27,000

□ 지례면 이전리 둘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 지례면 상부1리 두루실골 사면정비공사
25,000

□ 지례면 울곡리 죽골 농로정비공사
25,000

□ 지례면 향교 일원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62,000

□ 지례면 관덕1리 석정지골 농로정비공사
15,000

□ 부항면 신옥리 푸갓골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부항면 지좌리 물풍지공원 인근 세천정비
공사 50,000

□ 부항면 사등1리 우분골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부항면 사등2리 소숫골 농로정비공사
60,000

□ 부항면 월곡리 농로포장공사
60,000

□ 부항면 어전1리 마을 뒤 농로확장공사
50,000

□ 부항면 어전2리 무등골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부항면 하대리 지시마을 농배수로 정비공
사 40,000

□ 부항면 해인리 홍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부항면 대야1리 갈불 농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부항면 대야2리 대동 농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부항면 대야리 독산뒷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부항면 파천2리 웃가불골 농로확장공사
30,000

□ 부항면 안간리 웃목골 농로 및 세천정비공
사 60,000

□ 부항면 두산리 말미 농로확장공사
60,000

□ 부항면 희곡1리 큰골 농로정비공사
60,000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부항면 희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부항면 안간리 대평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 부항면 사등2리 장자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대덕면 연화1리 사면정비공사
60,000

□ 대덕면 연화2리 사면정비공사
70,000

□ 대덕면 덕산1리 농로확장공사
80,000

□ 대덕면 덕산2리 농로확장공사
80,000

□ 대덕면 가례리 농로정비공사
70,000

□ 대덕면 조룡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50,000

□ 대덕면 조룡1리 밤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조룡2리 세천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추량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40,000

□ 대덕면 추량2리 사면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관기리 관터교 옆 농로확장공사
60,000

□ 대덕면 관기1리 세천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관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0

□ 대덕면 관기3리 사면정비공사
60,000

□ 대덕면 원화전 아스콘포장공사
50,000

□ 대덕면 광신원 아스콘포장공사
30,000

□ 대덕면 텃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달매 아스콘포장공사
60,000

□ 대덕면 문의(임터)농로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원문의 농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대1리 골담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
사 60,000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대덕면 대2리 농로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중산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대덕면 중산2리 세천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중산2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내감리 농로 및 사면정비공사
40,000

□ 대덕면 대1리 농로정비공사
20,000

□ 증산면 황항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증산면 황항리 농로정비공사
60,000

□ 증산면 부항리 사면정비공사
40,000

□ 증산면 부항리 농로정비공사
40,000

□ 증산면 동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0

□ 증산면 황정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70,000

□ 증산면 수도리 마을회관 뒤 배수로 정비공
사 35,000

□ 증산면 유성2리 농로정비공사
50,000

□ 증산면 금곡리 가장골 농로확장공사
80,000

□ 증산면 금곡리 마을회관 진입로 확장공사
40,000

□ 증산면 금곡리 추자나무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증산면 장전리 마고실 농로확장공사
80,000

□ 증산면 황점리 마을회관 옆 농로정비공사
30,000

□ 성내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60,000

□ 자산동 27통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000

□ 평화동 평화8길 축대 정비공사
70,000

□ 우창파크맨션 주변 정비공사
300,000

□ 황금동 남산공원4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황금동 학사대1길 아스콘포장공사
25,000

□ 양천동 새터1길 진입로 확장공사
340,000

□ 중앙고 뒷길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 양천초 앞 아스콘 포장공사
30,000

□ 양천동 양곡마을 하천주변 석축쌓기공사
25,000

□ 양천동 양곡안길 진입로 교량확장공사
40,000

□ 양천동 안정계길 식생블럭쌓기공사
25,000

□ 4통 삼도육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
50,000

□ 삼락동 주사랑교회 앞 농로확장공사
60,000

□ 대광동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응명동 뒷골길 농로정비공사
30,000

□ 삼락동 자리박골 농로확장공사
40,000

□ 삼락동 자리박골 사면정비공사
30,000

□ 삼락동 자리박골 비탈면정비공사
90,000

□ 삼락동 자리박골 농로정비공사
50,000

□ 삼락동 행복마을 옆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 문당동 문산지 안길 농로포장공사
30,000

□ 교동 한일여고 옆 축대정비공사
50,000

□ 57통 신음동 평지골 배수로 설치공사
100,000

□ 신음동 다솜어린이집 진입로 정비공사
20,000

□ 신음동 금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 부곡동 미주아파트 앞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500,000

□ 부곡동(원골)음지마길 농로정비공사
150,000

□ 백옥동 애인길 농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25,000,000원*1식

3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백옥동 내촌 능골 농로확포장공사
100,000

□ 백옥동 JY골프장 주변 비탈면 정비공사
60,000

□ 다수동 이로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60,000

□ 다수동 새실길 안길 확장공사
50,000

□ 백옥동 내촌 삼박골 비탈면 정비공사
40,000

□ 백옥동 JY골프장 주변 농로정비공사
30,000

□ 백옥동 고성산 구산책길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다수동 이로리 골안 사면정비공사
80,000

□ 부곡동 원골마을 뒤 농로개설공사
100,000

□ 호동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0,000

□ 무실마을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
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0

□ 고속도로하행선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설
치공사 70,000

□ 상월사 주변 농로 및 사면정비공사
80,000

□ 덕곡동 이화마을 옆 출입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0

□ 덕곡동 수로복개 및 농로정비공사
70,000

□ 덕곡동 무실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추량1리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100,000

□ 대덕면 화전리 재배단지 농로확장공사
200,000

□ 감천면 광기1리(기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0

□ 봉산면 신리,예지리 안길확장공사
200,000

□ 봉산면 인의2리 직동 인의3길 확장공사
200,000

□ 봉산면 광천리 마을회관옆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50,000

□ 남산동 노실고개5길 도로확장공사
250,000

□ 어모면 옥율1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옆 농로
개설공사 200,000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어모면 옥율1리(노리기)농로정비공사
180,000

□ 어모면 남산1리 진입로 확장공사
80,000

□ 대덕면 관기1리 주차장 설치공사
500,000

□ 주민참여예산 830,000

○ 아포읍 예1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000

○ 아포읍 의1리 다목적광장 조성
200,000

○ 아포읍 봉산3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000

○ 농소면 용암리 모산들 농로확포장공사
200,000

○ 개령면 광천리 구 새마을창고 철거
50,000

○ 개령면 광천2리 마을환경개선 및 정비사
업 30,000

○ 대항면 대성리 농로개량사업
30,000

○ 구성면 작내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전산 업데이트 용역
50,0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본설계비
300,0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00,000

□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복구
600,000

□ 지역기반시설 확충
1,100,000

□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700,000

□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600,000

□ 생활민원 신속처리
700,000

□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50,000

□ 측량수수료 100,000

□ 감정평가수수료 100,000

□ 미불용지보상 800,000

03 시설부대비 82,317 69,897 12,420

□ 시설부대비 82,317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9,802,215 9,578,129 224,086

101 인건비 39,000 36,214 2,786

1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1,1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35,790,000,000원*0.23/1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00 36,214 2,786

□ 오색테마공원(오봉저수지) 관리인 인부임
39,000

201 일반운영비 37,790 37,790 0

01 사무관리비 27,790 27,790 0

□ 일반수용비 21,070

○ 각종 보고서 유인
3,000

○ 복사용지 구입 25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420

○ 행정사무용품 구입
1,800

○ 배수장 및 양수장 무인경비시스템용역
수수료 15,600

□ 급량비 6,720

○ 농촌 개발기반시설 조성 업무추진
6,720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 농촌개발사업 준공식
10,000

202 여비 7,000 7,000 0

01 국내여비 7,000 7,000 0

□ 국내여비 7,000

○ 관내(현장점검) 1,960

○ 관외(업무협의) 5,040

206 재료비 4,200 4,200 0

01 재료비 4,200 4,200 0

□ 공원시설(오봉지) 방재비
3,000

□ 공원관리용(오봉지) 자재, 부품구입
1,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714,225 9,492,925 221,300

01 시설비 9,690,000 9,470,000 220,000

□ 아포읍 대신1리 역들 수문 정비공사
20,000

□ 아포읍 봉산1리 원창들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아포읍 제석2리 제석2길 농로 정비공사
150,000

□ 아포읍 지1리 포평들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아포읍 지1리 포평들 농로 정비공사
150,000

□ 아포읍 지1리 포평들 중앙배수로 옆 배수
로 정비공사 60,000

39,000,000원*1식

20,000원*15부*10회

25,000원*10박스

420,000원*1개

10,000원*15종*12월

1,300,000원*12월

8,000원*7명*120일

10,000,000원*1식

20,000원*7명*14일

80,000원*7명*9일

300,000원*10월

300,000원*4종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아포읍 인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입석리 외말리들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농소면 입석리 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농소면 월곡1리 밤실 앞들 농로 정비공사
120,000

□ 농소면 월곡3리 송골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월곡1리 율곡천 인근 농로 정비공
사 30,000

□ 농소면 월곡1리 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월곡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봉곡1리 수락지 준설공사
80,000

□ 농소면 봉곡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용암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용암2리 능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신촌리 앞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신촌리 싸리미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신촌리 앞들 농로 정비공사
30,000

□ 농소면 노곡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농소면 신촌리 그륵들 농로 정비공사
120,000

□ 남면 초곡1리 초곡교 인근 농로 정비공사
35,000

□ 남면 운남2리 석정 농로 정비공사
40,000

□ 남면 옥산1리 뒤뜰 농로 정비공사
55,000

□ 남면 송곡1리 농남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남면 송곡2리 마곡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남면 봉천1리 연봉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
사 30,000

□ 남면 초곡1리 농로 정비공사
30,000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남면 운남1리 주렁덧골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남면 운곡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남면 월명2리 운봉지 정비공사
30,000

□ 개령면 황계1리 농로 정비공사
40,000

□ 개령면 황계2리 번갯들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개령면 신룡3리 신룡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개령면 덕촌1리 대지들 농로 정비공사
120,000

□ 개령면 서부리 마을중앙 농로 정비공사
50,000

□ 개령면 광천2리 광천들 수문 정비공사
150,000

□ 개령면 남전1리 용지들 배수로 및 농로 정
비공사 45,000

□ 개령면 남전2리 용지들 농로 정비공사
55,000

□ 감문면 보광리 농로 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구야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감문면 은림리 상군 샘골 농로 정비공사
150,000

□ 감문면 은림리 상군 마을 뒤 농로 정비공
사 80,000

□ 감문면 문무리 문무지 정비공사
80,000

□ 감문면 송북1리 솔밭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감문면 금곡2리 농로 정비공사
35,000

□ 감문면 삼성2리 오성 배실들 배수로 정비
공사 70,000

□ 감문면 덕남1리 신풍 바데기 배수로 정비
공사 30,000

□ 감문면 덕남1리 신풍 농로 정비공사
30,000

□ 감문면 태촌2리 완동 태촌들 배수로 정비
공사 35,000

□ 감문면 성촌리 북성 농로 정비공사
70,000

□ 감문면 금곡2리 외현천 제방인근 농로 정
비공사 70,000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어모면 군자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군자리 군자들 농로 정비공사
30,000

□ 어모면 군자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 어모면 덕마2리 갈마들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어모면 다남1리 다남들 배수로 준설공사
25,000

□ 어모면 중왕2리 중왕들 농로 정비공사
35,000

□ 어모면 동좌2리 양수장 정비공사
55,000

□ 어모면 도암1리 도암지 용수로 정비공사
115,000

□ 어모면 옥계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어모면 군자2리 들말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어모면 군자1리 구시네들 암반관정 개발공
사 50,000

□ 어모면 군자1리 저들이들 암반관정 개발공
사 50,000

□ 어모면 중왕2리 중왕들 농로 정비공사
45,000

□ 어모면 동좌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어모면 다남1리 다남들 농로 정비공사
100,000

□ 봉산면 신리 직지사천 옆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 봉산면 신리 신리들 배수로 정비공사
165,000

□ 봉산면 예지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봉산면 예지2리 외입석저수지 주변 정비공
사 150,000

□ 봉산면 덕천1리 농로 정비공사
70,000

□ 봉산면 태화3리 평촌 농로 정비공사
60,000

□ 봉산면 태화3리 창촌 물안들 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 봉산면 태화3리 창촌 농로 정비공사
30,000

□ 대항면 덕전4리 왕대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1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6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대항면 대룡1리 반곡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 대항면 덕전3리 정골지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 감천면 광기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감천면 광기2리 내동지 정비공사
100,000

□ 감천면 도평1리 소룡 농로 정비공사
150,000

□ 감천면 도평2리 무안천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감천면 도평1리 도평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감천면 무안1리 삼거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감천면 무안3리 청산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감천면 용호1리 무안천 농로 정비공사
60,000

□ 감천면 용호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 조마면 신안4리 농로 정비공사
170,000

□ 조마면 신왕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조마면 신곡3리 마을회관 앞 암반관정 개
발공사 50,000

□ 조마면 강곡2리 회관 앞 농로 정비공사
70,000

□ 구성면 하강2리 더베이들 농로 정비공사
65,000

□ 구성면 광명3리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 구성면 광명1리 우무산골 농로 정비공사
85,000

□ 구성면 금평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구성면 금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구성면 월계리 가삽들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구성면 상좌원리 남정지들 배수로 정비공
사 85,000

□ 구성면 상원리 수문 정비공사
40,000

□ 구성면 상좌원리 문화마을 정비
50,000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지례면 대율리 팔곡지 준설공사
25,000

□ 지례면 도곡3리 수문 정비공사
40,000

□ 지례면 교2리 소지뜰 농로 정비공사
250,000

□ 부항면 사등리 소숫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대덕면 연화리 수문 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추량1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관기3리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 대덕면 화전리 달매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 대덕면 추량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증산면 동안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증산면 평촌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증산면 금곡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증산면 평촌리 용수로 정비공사
200,000

□ 증산면 황정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 양천동 구거리들 농로 정비공사
120,000

□ 양천동 양곡지 준설공사
100,000

□ 교동 생명과학고 앞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 신음동 대학로 옆 농로 정비공사
30,000

□ 신음동 조각공원길 농로 정비공사
30,000

□ 백옥동 백옥들 옆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
사 150,000

□ 백옥동 백옥들 옆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300,000

□ 한발대비 용수개발
300,000

□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100,000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한수해대비 긴급 용배수로 정비
300,000

□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긴급 정비
300,000

□ 농업기반시설 정비 측량비
50,000

□ 농업기반시설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50,000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100,000

□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300,000

03 시설부대비 24,225 22,925 1,300

□ 시설부대비 24,225

농업시설물 유지관리 1,165,540 963,365 202,175

101 인건비 19,240 18,325 91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240 18,325 915

□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인부임
19,240

201 일반운영비 140,000 140,000 0

02 공공운영비 140,000 140,000 0

□ 수리시설물 운영경비
60,000

□ 배수펌프장 CCTV 통신 및 전기료
30,000

□ 관정 및 양수기 유지관리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6,300 805,040 201,260

01 시설비 1,000,000 800,000 200,000

□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500,000

□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500,000

03 시설부대비 6,300 5,040 1,260

□ 시설부대비 6,30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사업) 2,500,000 2,000,000 5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00,000 2,000,000 5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00,000 2,000,000 500,000

□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500,000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453,240 583,654 △130,414

도 135,000

시 318,24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3,240 583,654 △130,414

도 135,000

시 318,240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9,690,000,000원*0.25%

76,960원*10명*25일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6,300,000원*1식

2,5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01 시설비 450,000 580,000 △130,000

□ 감문면 대양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30,000

시 70,000

□ 어모면 동좌리 용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30,000

시 70,000

□ 조마면 대방리 취입보 정비공사
250,000

도 75,000

시 175,000

03 시설부대비 3,240 3,654 △414

□ 시설부대비 3,240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 100,000 100,000 0

도 30,000

시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도 30,000

시 70,00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노후관정 시설개선
100,000

도 30,000

시 70,000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905,670 625,000 280,67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5,670 625,000 280,670

01 시설비 900,000 625,000 275,000

□ 구성면 금평리 두둑지 정비공사
200,000

□ 구성면 용호리 와룡지 정비공사
300,000

□ 감천면 광기리 새들지 정비공사
50,000

□ 감천면 무안리 큰골저수지 정비공사
50,000

□ 증산면 부항리 한적골저수지 정비공사
50,000

□ 감문면 광덕리 장래지 정비공사
50,000

□ 감문면 삼성리 목골지 정비공사
150,000

□ 대항면 덕전리 갈밭골지 정비공사
50,000

03 시설부대비 5,670 0 5,670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450,000,000원*0.72%

10,000,000원*10개소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시설부대비 5,670

저수지 제당정비 60,000 60,000 0

도 18,000

시 42,000

101 인건비 60,000 60,000 0

도 18,000

시 4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60,000 0

□ 저수지 제당정비 인부임(4대보험 포함)
60,000

도 18,000

시 42,000

주민숙원용배수로정비사업 724,536 0 724,536

도 360,000

시 364,536

401 시설비및부대비 724,536 0 724,536

도 360,000

시 364,536

01 시설비 720,000 0 720,000

□ 조마면 신안1리 농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대덕면 추량1리 용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백옥동 백옥들 농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농소면 신촌리 뒤뜰 농로 정비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대항면 향천2리 합천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 구성면 하강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양천동 조마로 농로 정비공사
60,000

5,67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도 30,000

시 30,000

□ 양천동 양오마을 암반관정 개발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03 시설부대비 4,536 0 4,536

□ 시설부대비 4,536

농촌중심지 활성화 405,000 399,000 6,000

101 인건비 50,000 50,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0 50,000 0

□ 농촌개발 시설물관리 인부임(4대보험포함)
50,000

201 일반운영비 55,000 49,000 6,000

02 공공운영비 55,000 49,000 6,000

□ 공공요금 및 제세 55,000

○ 농촌생활기반시설 CCTV통신 및 전기료
33,000

○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2,000

○ 상하수도 사용료 10,000

○ 농촌개발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0

01 시설비 300,000 300,000 0

□ 농촌개발 시설물관리
300,000

기초생활거점 육성 4,670,000 8,540,000 △3,870,000

균 3,269,000

시 1,40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70,000 4,545,000 125,000

균 3,269,000

시 1,401,000

01 시설비 4,638,976 4,525,757 113,219

□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713,436

균 1,207,000

시 506,436

□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58,356

균 816,000

시 342,356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72,944

균 686,000

50,000,000원*1식

720,000,000원*0.63%

5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713,436,000원*1식

1,158,356,000원*1식

972,944,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시 286,944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97,120

균 280,000

시 117,120

□ 증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97,120

균 280,000

시 117,120

03 시설부대비 31,024 19,243 11,781

□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0,864

□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344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056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880

□ 증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880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전환사업) 1,500,000 1,498,851 1,149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1,498,851 1,149

01 시설비 1,489,200 1,489,200 0

□ 2021년 계속사업 595,680

○ 농소면 연명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감문면 문무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부항면 월곡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2022년 계속사업 595,680

○ 대덕면 문의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감문면 덕남1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아포읍 송천3리 마을만들기사업
198,560

□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
297,840

03 시설부대비 10,800 9,651 1,149

□ 농소면 연명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 감문면 문무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 부항면 월곡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397,120,000원*1식

397,120,000원*1식

10,864,000원*1식

7,344,000원*1식

7,056,000원*1식

2,880,000원*1식

2,88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98,560,000원*1식

99,280,000원*3식

1,440,000원*1식

1,440,000원*1식

1,44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대덕면 문의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 감문면 덕남1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 아포읍 송천3리 마을만들기사업
1,440

□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
2,16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00,000 2,241,600 △841,600

균 980,000

시 420,000

201 일반운영비 31,320 31,320 0

균 21,924

시 9,396

01 사무관리비 30,480 30,480 0

□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회의 및 자문수
당 14,400

균 10,080

시 4,320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실 임대료
12,000

균 8,400

시 3,600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임차료(복사기
등) 4,080

균 2,856

시 1,224

02 공공운영비 840 840 0

□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실 공공요금
840

균 588

시 252

307 민간이전 141,600 141,600 0

균 99,120

시 42,480

05 민간위탁금 141,600 141,600 0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141,600

균 99,120

시 42,48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27,080 1,761,480 △534,400

균 858,956

시 368,124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27,080 1,761,480 △534,400

1,440,000원*1식

1,440,000원*1식

1,440,000원*1식

2,160,000원*1식

14,400,000원*1식

12,000,000원*1식

4,080,000원*1식

840,000원*1식

141,6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단위: 농촌기반시설 확충.정비.유지관리 (단위:천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227,080

균 858,956

시 368,124

배수개선사업(봉산지구) 800,000 0 800,000

국 8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00,000 0 800,000

국 8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0,000 0 800,000

□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800,000

국 800,000

균형있는 지역개발 3,018,000 2,570,000 448,000

도 1,509,000

시 1,509,000

지역 균형개발추진 3,018,000 2,570,000 448,000

도 1,509,000

시 1,509,000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2,998,000 2,550,000 448,000

도 1,499,000

시 1,49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98,000 2,550,000 448,000

도 1,499,000

시 1,499,000

01 시설비 2,998,000 2,550,000 448,000

□ 개령면 서부리 서부교 옆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 감문면 덕남2리(시술)곡송천 제방포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감문면 삼성1리 외현천 제방포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어모면 옥율1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봉산면 상금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74,000

도 37,000

시 37,000

1,227,080,000원*1식

8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74,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균형있는 지역개발
단위: 지역 균형개발추진 (단위:천원)

□ 봉산면 신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봉산면 인의리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
114,000

도 57,000

시 57,000

□ 대항면 향천1(지천),향천4(방하)농로 및 마
을안길 확장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지례면 도곡1리 농로조성 및 확장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부항면 대야2리 마을회관 뒤 비탈면정비공
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부항면 대야1리 자실골 농로정비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대덕면 관기1리 농로확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증산면 동안리 금포~원동안 아스콘포장공
사 90,000

도 45,000

시 45,000

□ 증산면 부항리 이전,감나무골 마을안길포
장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증산면 수도리 주차장 데크 케노피 확장공
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 백옥동 내촌 살티고개길 농로사면정비공
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백옥동 내촌 입구 옆 농로정비공사
100,000

60,000,000원*1식

114,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균형있는 지역개발
단위: 지역 균형개발추진 (단위:천원)

도 50,000

시 50,000

□ 조마면 장암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 조마면 장암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조마면 삼산리 피밭골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대광동 묘광마을 농로확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대신동 삼도육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 대신동 평지골 배수로 설치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 대신동 배천 농로정비공사
30,000

도 15,000

시 15,000

□ 지좌동 호동뜰 진입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공사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대신동 배천 양산골 농로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 남면 봉천1리 봉천교 가각부 확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감문면 은림리(하군)농로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균형있는 지역개발
단위: 지역 균형개발추진 (단위:천원)

□ 감문면 금라리 갈골지 농로정비공사
110,000

도 55,000

시 55,000

□ 봉산면 인의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 봉산면 신암1리(신촌)웃마을들 사면정비공
사 120,000

도 60,000

시 60,000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20,000 20,000 0

도 10,000

시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도 10,000

시 10,00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20,000

도 10,000

시 10,000

그린국토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 도시 6,624,820 12,233,700 △5,608,880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수립 6,624,820 12,233,700 △5,608,880

일반 도시계획수립 69,380 69,380 0

201 일반운영비 21,280 21,280 0

01 사무관리비 20,880 20,880 0

□ 일반수용비 18,000

○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
12,000

○ 도시계획 관련 홍보물 및 안내문 유인
3,6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400

□ 급량비 2,880

○ 일반 도시계획 업무추진
2,880

02 공공운영비 400 4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400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비
400

202 여비 8,100 8,100 0

01 국내여비 8,100 8,100 0

□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지 현장 지도 8,100

11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원*2종*3회

20,000원*90부*2회

300,000원*2대*4회

8,000원*3명*120일

400,000원*1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그린국토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 도시
단위: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수립 (단위:천원)

○ 관내(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허가지, 준공
지) 5,700

○ 관외(도시관리계획 업무협의)
2,400

207 연구개발비 40,000 40,000 0

02 전산개발비 40,000 40,000 0

□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및 장비 유지보수 용
역 40,000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 18,000 18,000 0

201 일반운영비 15,120 15,120 0

01 사무관리비 15,120 15,120 0

□ 운영수당 15,1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15,120

301 일반보전금 2,880 2,880 0

11 행사실비지원금 2,880 2,880 0

□ 행사실비보상금 2,880

○ 회의 개최 참석자 급식제공
2,880

도시계획관리 400,000 4,411,880 △4,011,88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4,411,880 △4,011,880

01 시설비 400,000 4,400,000 △4,000,000

□ 도시계획관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
역) 400,000

살기좋은 그린도시개발 6,127,440 7,330,440 △1,203,000

201 일반운영비 7,840 7,840 0

01 사무관리비 7,840 7,840 0

□ 급량비 7,840

○ 도시개발 업무추진
3,840

○ 보상계획 열람 신문공고료
2,000

○ 무연분묘 개장공고 신문공고료
2,000

202 여비 5,600 5,600 0

01 국내여비 5,600 5,600 0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현장 확인 5,600

○ 관내(현장점검) 2,400

○ 관외(업무협의) 3,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114,000 7,317,000 △1,203,000

01 시설비 5,600,000 6,800,000 △1,200,000

□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5,000,000

□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600,000

20,000원*3명*95일

80,000원*3명*10회

40,000,000원*1식

70,000원*18명*12회

8,000원*30명*12회

400,000,000원*1식

8,000원*4명*120일

2,000,000원*1회

2,000,000원*1회

20,000원*4명*30일

80,000원*4명*10일

5,0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그린국토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 도시
단위: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수립 (단위:천원)

02 감리비 500,000 500,000 0

□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500,000

03 시설부대비 14,000 17,000 △3,000

□ 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000

개발행위허가 10,000 10,000 0

201 일반운영비 6,800 6,800 0

01 사무관리비 6,800 6,800 0

□ 일반수용비 6,800

○ 개발행위 심의도서 인쇄
2,400

○ 개발행위 홍보현수막 제작
4,400

202 여비 3,200 3,200 0

01 국내여비 3,200 3,200 0

□ 개발행위현장 점검 2,400

○ 관내(허가,변경,준공)
800

○ 관외(개발행위허가 업무협의)
1,600

□ 불법 개발행위현장 지도 단속 800

○ 관내 800

행정운영경비(건설도시과) 219,240 216,285 2,955

인력운영비 184,815 181,860 2,955

인력운영비(건설도시과) 184,815 181,860 2,955

101 인건비 184,815 181,860 2,955

01 보수 184,815 181,860 2,955

□ 초과근무수당 184,815

○ 시간외근무수당
184,815

기본경비 34,425 34,425 0

기본경비(건설도시과) 34,425 34,425 0

201 일반운영비 12,145 12,145 0

01 사무관리비 12,145 12,145 0

□ 일반수용비 12,145

○ 행정사무기기 수선비(복사기)
5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850

· 복사기 450

· 프린터 2,000

· 팩스 400

○ 복사용지 구입 375

500,000,000원*1식

5,600,000,000원*0.25/100

20,000원*10부*12회

100,000원*22개*2회

20,000원*4명*10일

80,000원*4명*5일

20,000원*4명*10일

12,321원*25명*50시간*12월

500,000원*1대

150,000원*3회

250,000원*4대*2회

200,000원*2회

25,000원*15박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도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도시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 행정사무용품 구입
1,920

○ 행정소모품 구입 1,000

○ 각종 보고서 유인
1,500

○ 각종 서식 유인 1,600

○ 일·주·월간지 구입
2,400

202 여비 8,780 8,780 0

01 국내여비 8,780 8,780 0

□ 회의, 교육, 연찬회 참석
4,160

□ 부서공통여비 4,620

203 업무추진비 8,100 8,1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3,300 0

□ 건설안전국장 3,3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 건설도시과 4,800

204 직무수행경비 5,400 5,400 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0 5,400 0

□ 건설안전국장 4,200

□ 건설도시과장 1,200

10,000원*16종*12월

50,000원*5종*4회

10,000원*50부*3회

10,000원*20부*8종

20,000원*10부*12종

80,000원*26명*2회

20,000원*231회

3,300,000원*1명

400,000원*12월

350,000원*12월

10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