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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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단위: 국공유재산 및 도로행정관리 (단위:천원)

도로철도과 89,263,122 53,154,112 36,109,010

국 500,000

기 1,006,944

도 18,883,789

시 68,872,389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539,200 355,596 183,604

국공유재산 및 도로행정관리 539,200 355,596 183,604

노상적치물 정비 173,400 153,400 20,00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 일반수용비 1,000

○ 불법행위 안내장 등 유인
1,000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 노상 적치물 단속 2,400

307 민간이전 170,000 150,000 20,000

05 민간위탁금 170,000 150,000 20,000

□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170,000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 365,800 202,196 163,604

201 일반운영비 31,440 32,200 △760

01 사무관리비 23,380 26,640 △3,260

□ 일반수용비 11,580

○ 행정사무기기 수선
1,200

○ 도로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
1,5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2,88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6,000

□ 운영수당 1,400

○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참석 수
당 1,400

□ 급량비 4,400

○ 도로사용료 체납자 독려
2,400

○ 노상적치물 업무 추진
2,000

□ 임차료 6,000

○ 노상적치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
6,000

02 공공운영비 8,060 5,560 2,500

□ 공공요금 및 제세 5,060

500원*2종*1,000매

20,000원*3명*40회

170,000,000원*1식

200,000원*3대*2회

300원*5,000매

30,000원*8종*12월

500,000원*12월

70,000원*5명*4회

8,000원*5명*60일

8,000원*5명*50일

600,000원*10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단위: 국공유재산 및 도로행정관리 (단위:천원)

○ 도로사용료 고지서 우편료
4,301

○ 도로사용료 등 고지서 반송우편료
759

□ 시설장비유지비 3,000

○ 과적차량 단속장비 정기 검정 검사비
3,000

202 여비 6,360 6,360 0

01 국내여비 6,360 6,360 0

□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추진
2,280

□ 도로행정업무 타시군 업무연찬
2,880

□ 국공유 재산관리 현장 점검
1,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8,000 149,136 178,864

01 시설비 328,000 148,200 179,800

□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
300,000

□ 국공유 재산관리 분할 측량 수수료
20,000

□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00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87,345,480 51,355,290 35,990,190

국 500,000

기 1,006,944

도 18,808,789

시 67,029,747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56,170,680 26,886,396 29,284,284

도 18,150,000

시 38,020,680

도시계획도로 개설 29,808,280 19,439,706 10,368,574

201 일반운영비 23,200 23,200 0

01 사무관리비 23,200 23,200 0

□ 일반수용비 18,800

○ 설계용품 구입 4,000

○ 보상 관련 서식 유인
1,000

○ 보상계획 등 열람 신문 공고료
12,0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800

□ 급량비 4,400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업무추진
4,400

202 여비 5,080 3,680 1,400

2,530원*1,700건

2,530원*300건

3,000,000원*1회

20,000원*3명*38회

80,000원*3명*12회

20,000원*3명*20회

300,000,000원*1식

1,000,000원*20필지

400,000원*20필지

4,000,000원*1식

200,000원*5회

2,000,000원*2개사*3회

300,000원*2대*3회

8,000원*5명*110일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단위:천원)

01 국내여비 5,080 3,680 1,400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5,080

○ 관내 2,200

○ 관외 2,88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780,000 18,662,826 10,117,174

01 시설비 28,290,000 18,620,000 9,670,000

□ 김천대학교~봉산면간 도로확장
2,770,000

□ 달봉산 터널 건설사업
2,000,000

□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
4,500,000

□ 아포스마트시티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1,600,000

□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
2,500,000

□ 대홍맨션~묘광마을간 도로확장
3,000,000

□ 양천 진입도로 개설
3,560,000

□ 양천동 새터 도시계획 도로개설
1,200,000

□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
2,800,000

□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00,000

□ 대항 향천1리(지천) 도로개설
1,500,000

□ 지좌동 아주아트빌 진입도로 확장
1,650,000

□ 거문들~국대도간 교차로(삼락교차로) 설치
850,000

□ 철도횡단박스 도시계획 시설결정
100,000

□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00

○ 지적분할 측량 수수료
30,000

○ 감정평가 수수료
30,000

02 감리비 430,000 0 430,000

□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
감리비 200,000

□ 김천대학교~봉산면간 도로확장 감리비
230,000

03 시설부대비 60,000 42,826 17,174

□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0 750,000 250,000

20,000원*5명*22회

80,000원*2명*2일*9회

2,770,000,000원*1식

2,000,000,000원*1식

4,500,000,000원*1식

1,600,000,000원*1식

2,500,000,000원*1식

3,000,000,000원*1식

3,560,000,000원*1식

1,200,000,000원*1식

2,8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0원*1식

1,650,000,000원*1식

8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원*10개소

3,000,000원*10개소

200,000,000원*1식

23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단위:천원)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750,000 250,000

□ 부곡택지~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 500,000

□ 아포 송천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
500,0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62,400 112,400 △50,000

201 일반운영비 57,400 57,400 0

01 사무관리비 2,400 2,400 0

□ 일반수용비 2,40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정사무용품 구입
90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육교재 유인
1,500

02 공공운영비 55,000 55,000 0

□ 공공요금 및 제세 55,000

○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55,000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5,000 0

□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지원
5,000

김천시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전환사업) 25,000,000 7,334,290 17,665,710

도 17,500,000

시 7,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0 7,334,290 17,665,710

도 17,500,000

시 7,500,000

01 시설비 24,468,000 7,316,000 17,152,000

□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24,468,000

도 17,500,000

시 6,968,000

02 감리비 532,000 0 532,000

□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감리
비 532,000

도시토목(주민숙원) 1,300,000 0 1,300,000

도 650,000

시 6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00 0 1,300,000

도 650,000

시 650,000

01 시설비 1,300,000 0 1,300,000

□ 김천시 양천동 도시계획도로(대로3-21) 정
비 300,000

도 150,000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10,000원*9종*10회

15,000원*100부

5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4,468,000,000원*1식

532,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단위:천원)

시 150,000

□ 김천시 대광동 도시계획도로(대로3-28) 정
비 1,000,000

도 500,000

시 500,000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6,164,208 12,306,305 3,857,903

기 924,000

도 592,200

시 14,648,008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3,484,708 11,816,741 1,667,967

201 일반운영비 221,618 175,008 46,610

01 사무관리비 27,230 14,020 13,210

□ 일반수용비 7,1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1,2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000

○ 보고서 등 유인물 제작비
1,500

○ 도로보수원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2,400

□ 운영수당 800

○ 도로보수원 안전교육 강사료
800

□ 피복비 13,430

○ 도로보수원 피복비 13,430

· 작업복 4,080

· 방한복 2,040

· 우의 1,190

· 장화 2,040

· 안전화 3,060

· 모자 1,020

□ 급량비 4,400

○ 도로 유지관리 업무추진
4,400

□ 임차료 1,500

○ 평화육교 엘리베이터 토지 임차료
1,500

02 공공운영비 194,388 160,988 33,400

□ 공공요금 및 제세 130,700

○ 도로보수원 사무실 전기료
3,000

○ 도로보수원 사무실 상하수도료
900

○ 통신사용료 18,000

1,000,000,000원*1식

10,000원*10종*12월

500,000원*4회

150,000원*10회

200,000원*12월

200,000원*2명*2회

120,000원*17명*2회

120,000원*17명*1회

35,000원*17명*2회

30,000원*17명*4회

45,000원*17명*4회

30,000원*17명*2회

8,000원*5명*110일

1,500,000원*1회

250,000원*12월

150,000원*6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위:천원)

· 도로관측용 CCTV(9개소)
13,200

· 육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240

· 도로보수원사무실 보안
3,600

· 도로보수원사무실 통신사용료
960

○ 자동차 검사료 800

○ 도로시설물 전기사용료(배수펌프장, 육
교엘리베이터, CCTV 등)

108,000

□ 시설장비유지비 4,688

○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선임
2,688

○ 도로유지관리장비 유지관리비
2,000

□ 차량·선박비 59,000

○ 도로 보수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
품비) 59,000

· 소형화물(1t) 21,000

· 중형화물(3.5t) 14,000

· 대형화물(15t) 24,000

202 여비 5,500 1,280 4,220

01 국내여비 5,500 1,280 4,220

□ 도로유지관리 업무
1,280

□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2,720

□ 도로보수원 퇴직자 선진지 견학
1,500

203 업무추진비 18,000 18,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8,000 0

□ 도로 및 철도 건설 업무 추진
18,000

305 배상금등 10,000 0 10,000

01 배상금등 10,000 0 10,000

□ 도로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금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894,590 8,515,690 4,378,900

01 시설비 12,865,000 8,496,000 4,369,000

□ 도로포장 정비사업 2,880,000

○ 아포읍 대신리(군도8호) 아스콘덧씌우기
60,000

○ 농소면 용암리(군도5호) 아스콘덧씌우기
150,000

1,100,000원*12월

20,000원*12월

600,000원*6월

80,000원*12월

50,000원*8대*2회

9,000,000원*12월

112,000원*2개소*12개월

200,000원*10회

7,000,000원*3대

7,000,000원*2대

8,000,000원*3대

10,000원*2명*64회

80,000원*17명*2회

1,5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위:천원)

○ 농소면 입석리(군도24호) 아스콘덧씌우기
150,000

○ 남면 월명2리(리도204호) 아스콘덧씌우기
100,000

○ 감문면 덕남2리(리도203호) 아스콘덧씌우
기 70,000

○ 감문면 대양2리(리도207호) 아스콘덧씌우
기 60,000

○ 감문면 삼성1리(군도19호) 아스콘덧씌우
기 300,000

○ 구성면 상거1리(리도204호) 아스콘덧씌우
기(주민참여예산) 200,000

○ 구성면 금평,흥평리(군도5호) 아스콘덧씌
우기 100,000

○ 구성면 용호리(군도13호) 아스콘덧씌우기
150,000

○ 증산면 수도리(리도201호) 아스콘덧씌우
기 100,000

○ 부곡동 구농고길 외 아스콘덧씌우기
60,000

○ 부곡동 가메실길 아스콘덧씌우기
200,000

○ 지좌동 체육공원길 아스콘덧씌우기
100,000

○ 지좌동 성의지하차도 아스콘덧씌우기
50,000

○ 남산동 중앙공원7길 아스콘덧씌우기
30,000

○ 도로포장 유지보수
1,000,000

□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200,000

○ 아포읍 국사리 덕일아파트 주변 인도정
비 50,000

○ 대항면 직지문화공원 주변 인도정비
100,000

○ 신음동 신음우체국 주변 인도정비
50,000

○ 신음동 이마트 주변 인도정비
100,000

○ 부곡동 송설로 주변 인도정비
50,000

○ 백옥동 영남대로 주변 인도정비
100,000

○ 평화동 영남대로 주변 보행자보호 안전
시설 100,000

○ 남면 송곡1리 송곡교 인도개설
50,000

○ 대항면 향천리 인도개설
800,000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위:천원)

○ 구성면 하강1리 자두연합회 주변 인도개
설 50,000

○ 구성면 상좌원~운동간 인도개설
300,000

○ 양천동 조마로 인도개설
50,000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00,000

○ 보행로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200,000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2,350,000

○ 농소면 월곡리(군도5호) 도로확장
700,000

○ 감문면 금곡1리(리도205호) 선형개량
150,000

○ 구성면 금평2리(군도20호) 교량접속개량
50,000

○ 자산동 강변로 진입도로 개선
600,000

○ 양천동 새터3길 진입로 개선
50,0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0,000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농림축산검역본부
앞) 500,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00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700,000

○ 시설물안전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200,000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1,450,000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300,000

· 교동교 정비 150,000

· 김천교 정비 1,000,000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50,000

○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00,000

○ 도로변 환경정비(잡목제거, 예초 등)
100,000

○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신속한 정비
800,000

□ 도로안전시설 정비 1,080,000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가드레일, 난간, 낙
석방지, 과속방지턱 등)

700,000

○ 도로표지판 정비 250,000

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위:천원)

○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 30,000

○ 도로보수용 자재(상온아스콘, 볼라드, 반
사경 등) 100,000

□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0

○ 지적측량 수수료 2,000

○ 감정평가 수수료 3,000

□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1,300,000

□ 상습결빙지역 염수분사 시설사업
200,000

□ 깨끗한 도로변 유지관리 사업
50,000

□ 도로보수원사무실 호이스트크레인 설치
100,000

03 시설부대비 29,590 19,690 9,900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9,59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0 3,000,000 △2,7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000 3,000,000 △2,700,000

□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0,000

405 자산취득비 35,000 0 3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0 35,000

□ 도로유지관리 업무용 차량 구입
35,000

폭설대비 제설대책 275,000 267,800 7,200

201 일반운영비 115,000 135,000 △20,000

01 사무관리비 80,000 95,000 △15,000

□ 임차료 80,000

○ 제설장비임차(제설용 굴삭기, 덤프 등)
80,000

02 공공운영비 35,000 40,000 △5,000

□ 제설장비 유지비 35,000

○ 제설장비 유지관리(모래살포기, 제설기,
염수교반기 등) 30,000

○ 제설차량 유지관리(스노우타이어 등)
5,000

206 재료비 130,000 107,800 22,200

01 재료비 130,000 107,800 22,200

□ 제설자제 구입 130,000

○ 제설자제(염화칼슘) 구입
90,000

○ 제설자제(소금) 구입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25,000 5,000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2,865,000,000원*0.23/100

3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50,000원*200톤

200,000원*200톤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위:천원)

01 시설비 30,000 25,000 5,000

□ 제설장비 구입(제설기, 삽날 등)
30,000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2,404,500 0 2,404,500

기 924,000

도 592,200

시 888,3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04,500 0 2,404,500

기 924,000

도 592,200

시 888,3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04,500 0 2,404,500

□ 김천초 통학로 지중화
2,404,500

기 924,000

도 592,200

시 888,300

도로조명의 효율적 유지 관리 4,814,777 3,969,478 845,299

기 82,944

도 16,589

시 4,715,244

도로조명 유지관리 4,676,537 3,969,478 707,059

201 일반운영비 1,621,800 978,274 643,526

01 사무관리비 8,295 8,295 0

□ 일반수용비 4,775

○ 복사용지 구입 875

○ 각종 서식 유인 1,500

○ 행정사무용품 구입
1,2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200

□ 급량비 3,520

○ 도로조명 관리 업무추진
3,520

02 공공운영비 1,613,505 969,979 643,526

□ 공공요금 및 제세 1,596,965

○ 가로등 787,525

· 기본료 170,283

· 전력량 617,242

○ 보안등(정액제)
808,920

○ 자동차 검사료 200

○ 환경개선부담금 320

□ 차량·선박비 14,500

30,000,000원*1식

2,404,500,000원*1식

25,000원*35박스

10,000원*30부*5종

10,000원*10종*12월

300,000원*1대*4회

8,000원*4명*110일

6,290원*4KW*564개소*12월

95원*960KWH*564개소*12월

6,300원*10,700개*12월

50,000원*2대*2회

80,000원*2대*2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조명의 효율적 유지 관리 (단위:천원)

○ 도로조명 보수차량(유류대,정비유지비,
소모품비) 14,500

· 화물 7,000

· 트럭 7,500

□ 시설장비유지비 2,040

○ 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2,040

202 여비 5,520 5,520 0

01 국내여비 5,520 5,520 0

□ 도로조명 관리 5,520

206 재료비 35,100 35,100 0

01 재료비 35,100 35,100 0

□ 전기자재 구입 35,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14,117 2,950,584 63,533

01 시설비 3,006,000 2,940,000 66,000

□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보수
800,000

□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 및 신설
450,000

□ 보안등 설치 및 이설공사
300,000

□ 동지역 LED 보안등 교체
300,000

□ 혁신도시 LED등기구 교체사업
200,000

□ 도로조명 관리 번호찰 교체
300,000

□ 도로조명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200,000

□ 아포읍 봉산교차로 가로등 설치
200,000

□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96,000

□ 도로 상징조형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50,000

□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보수
25,000

□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전기공사
30,000

□ 송설로 벚꽃길 경관조명 전기공사
30,000

□ 도로조명시설 전기안전점검
25,000

03 시설부대비 8,117 10,584 △2,467

□ 도로조명 유지관리
8,117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시범구축사업 138,240 0 138,240

7,000,000원*1대

7,500,000원*1대

170,000원*12월

20,000원*4명*69회

300,000원*117개

800,000,000원*1식

45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200,000원*30개소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6,000,000원*0.27/1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조명의 효율적 유지 관리 (단위:천원)

기 82,944

도 16,589

시 38,707

401 시설비및부대비 138,240 0 138,240

기 82,944

도 16,589

시 38,707

01 시설비 138,240 0 138,240

□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시범구축사업
138,240

기 82,944

도 16,589

시 38,707

도로, 철도 사업 10,195,815 8,193,111 2,002,704

국 500,000

도 50,000

시 9,645,815

도로, 교량사업 25,815 25,486 329

101 인건비 19,740 19,411 32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740 19,411 329

□ 교통량 조사 인부임
19,740

201 일반운영비 6,075 6,075 0

01 사무관리비 6,075 6,075 0

□ 일반수용비 6,075

○ 행정사무용품 구입
1,2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000

○ 복사용지 구입 875

○ 보상계획 열람 신문공고료
3,000

지역현안도로사업 9,170,000 7,167,625 2,002,375

401 시설비및부대비 9,170,000 7,167,625 2,002,375

01 시설비 9,150,000 7,150,000 2,000,000

□ 부항 월곡~봄내간 도로확장
1,600,000

□ 부항 희곡~구성 임평 도로확장
400,000

□ 부항 파천 물소리 생태숲 진입도로 확장
1,000,000

□ 증산 수도마을 도로확장
800,000

□ 구성 흥평1리 도로확포장
800,000

138,240,000원*1식

210,000원*94명*1일

10,000원*10종*12월

250,000원*2대*2회

25,000원*35상자

1,500,000원*2회

1,60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800,000,000원*1식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도로및철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 도로, 철도 사업 (단위:천원)

□ 대덕 연화~내감 도로확장
300,000

□ 지례 관덕~거물리 도로개설
1,000,000

□ 감천 무안리 도로확장
250,000

□ 지례 도곡(도래실~주치밭골) 도로확장
250,000

□ 아포읍 지리~감포교(리도201) 도로확장
700,000

□ 남면 오봉2리 갈항마을 진입로 확장
200,000

□ 봉산 광천1리(돈목마을) 진입로 확장
100,000

□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
1,550,000

□ 구성 광명(도지미마을) 진입로 확장
200,000

03 시설부대비 20,000 17,625 2,375

□ 시설부대비 2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00,000 1,000,000 0

국 500,000

도 50,000

시 4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0

국 500,000

도 50,000

시 450,000

01 시설비 1,000,000 1,000,000 0

□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
1,000,000

국 500,000

도 50,000

시 450,000

행정운영경비(도로철도과) 1,378,442 1,443,226 △64,784

도 75,000

시 1,303,442

인력운영비 1,343,542 1,389,776 △46,234

도 75,000

시 1,268,542

인력운영비(도로철도과) 140,460 138,214 2,246

101 인건비 140,460 138,214 2,246

01 보수 140,460 138,214 2,246

□ 초과근무수당 140,460

○ 시간외근무수당
140,460

3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5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12,321원*19명*50시간*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도로철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도로철도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인력운영비(지방도수로원 인건비)(보조) 1,203,082 1,251,562 △48,480

도 75,000

시 1,128,082

101 인건비 1,108,403 1,154,542 △46,139

도 75,000

시 1,033,403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08,403 1,154,542 △46,139

□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1,108,403

○ 기본급 447,854

도 75,000

시 372,854

○ 정액급식비 26,520

○ 위험수당 10,200

○ 상여금 161,525

○ 정근수당 80,763

○ 명절휴가비
48,458

○ 시간외근무수당
221,789

○ 연차수당 36,965

○ 휴업수당 51,769

○ 가족수당 20,400

○ 반장수당 1,200

○ 조장수당 960

304 연금부담금등 94,679 97,020 △2,341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94,679 0 94,679

□ 건강보험 부담금
39,903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897

□ 국민연금 부담금
49,879

기본경비 34,900 53,450 △18,550

기본경비(도로철도과) 34,900 53,450 △18,550

201 일반운영비 25,500 40,430 △14,930

01 사무관리비 25,500 40,430 △14,930

□ 사무관리비 25,500

○ 복사용지 구입
9,000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7,500

○ 일간지 및 교양지 구독
2,400

○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
3,000

2,195,360원*17명*12월

130,000원*17명*12월

50,000원*17명*12월

2,375,360원*17명*4월

2,375,360원*17명*2월

2,375,360원*60/100*17명*2회

27,180원*40시간*17명*12월

18,120원*8시간*17명*15일

145,010원*0.7*17명*30일

100,000원*17명*12월

100,000원*1명*12월

40,000원*2명*12월

1,108,403,000원*3.60/100

39,903,000원*12.27/100

1,108,403,000원*4.5/100

25,000원*30박스*12회

300,000원 * 5종 * 5회

20,000원*10종*12월

25,000원*40부*3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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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용품 구입
3,600

202 여비 4,000 8,220 △4,220

01 국내여비 4,000 8,220 △4,220

□ 행정운영 공통 경비
4,000

203 업무추진비 4,200 3,600 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600 600

□ 도로철도과 4,200

204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 1,200 0

□ 도로철도과장 1,200

30,000원*10종*12회

20,000원*20명*10일

350,000원*12월

10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