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건설행정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15,417,836 13,908,008 1,509,828

국 3,500

광 5,220,000

도 805,340

군 9,388,996

지역개발 4,268,336 3,091,431 1,176,905

도 103,960

군 4,164,376

건설행정 추진 428,630 472,197 △43,567

도 3,960

군 424,670

건설행정 지원 148,000 141,936 6,064

201 일반운영비 18,000 3,000 15,000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 3,000

03 행사운영비 15,000 0 15,000

○제14회 4군(무주,진안,장수,임실)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개최 15,000

202 여비 8,000 8,000 0

01 국내여비 8,000 8,000 0

○건설업무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 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2,000 130,936 △8,936

01 시설비 122,000 130,000 △8,000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60,000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 14,000

○광고물 게시대 설치 48,000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3,200 13,200 0

도 3,960

군 9,24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200 13,200 0

도 3,960

군 9,240

01 시설비 13,200 13,200 0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3,2002,200,000원*6개소

도 3,960

군 9,240

도로 유지관리 263,730 311,957 △48,227

101 인건비 9,323 8,507 81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23 8,507 816

○교통량(군도)조사 인건비

3,83945,700원*14노선*3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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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건설행정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도로변 풀베기

5,48445,700원*6개노선*5일*4명

201 일반운영비 123,842 170,470 △46,628

01 사무관리비 52,079 52,079 0

○설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6,615

○설해대책 모래주머니 및 끈 구입

3,500

○덤프차량 임차료 32,000

○도로보수공사 안내 입간판 제작

1,000

○도로정비용 소모품 구입 1,864

○도로관리사무소 소모품 구입 1,000

○예초기 날 구입 1,800

○다목적정비차량 제초기 날 구입 1,600

○굴삭기 제초기 날 구입 1,600

○기계톱날 구입 500

○고지용 톱날 구입 350

○도로정비용 차량 및 장비 정기 점검 수수료 250

7,000원*21명*45일

350원*10,000매

4,000,000원*2대*4월

100,000원*10종

18,000원*100개

50,000원*10개

35,000원*10개

02 공공운영비 71,763 118,391 △46,628

○살포기 도색 3,000

○제초기 및 기계톱 유류 구입

1,683

○유류대 50,415

― 덤프 15,286

― 굴삭기 11,665

― 소형화물 10,056

― 덤프(임대) 13,408

○수리비 6,500

― 덤프트럭 2,000

― 소형화물 2,000

― 굴삭기 2,500

○타이어교체 4,500

― 덤프 4,500

○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장비 유류대

3,365

○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장비 유지보수 300

○도로관리사무소 공공요금 2,000

습염식 1,500,000원*2대

1,869원*50ℓ *6월*3대

1,676원*380ℓ *12월*2대

1,676원*580ℓ *12월*1대

1,676원*250ℓ *12월*2대

1,676원*1,000ℓ *4월*2대

1,000,000원*2대

1,000,000원*2대

2,500,000원*1대

4,500,000원*1대

1,869원*20ℓ *90일

206 재료비 103,940 101,480 2,460

01 재료비 103,940 101,480 2,460

○설해대책 염화칼슘 64,750

○설해대책소금 34,190

○도로 유지보수 록크하드 5,000

250,000원*259톤

130,000원*263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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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건설행정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7,000 3,000 4,000

11 기타보상금 7,000 3,000 4,000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 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625 28,500 △8,875

01 시설비 19,625 28,500 △8,875

○도로표지판 설치 5,000

○도로표지판 보수 6,000

○과속방지턱 설치 8,625

3,000,000원*2식

2,875,000원*3개소

국공유 재산 관리 3,700 3,700 0

201 일반운영비 3,700 3,700 0

01 사무관리비 3,700 3,700 0

○분할측량 1,600

○촉탁 900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비 1,200

80,000원*20필지

15,000원*60필지

도시기반 1,577,918 1,069,101 508,817

도시관리계획사업 62,950 22,950 40,000

201 일반운영비 18,950 18,950 0

01 사무관리비 18,950 18,950 0

○도시계획업무 사무용품비 800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1,600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12,000

○군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4,550

―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150

―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수당

1,400

200,000원*4회

400,000원*4회

1,500,000원*2개사*4회

150,000원*7명*3회

70,000원*4명*5회

202 여비 4,000 4,000 0

01 국내여비 4,000 4,000 0

○군계획 업무 추진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 도시지역내 보도블럭 유지보수(장수지구) 20,000

○도시관리계획지구 등 시설관리 유지보수 20,000

노하유원지 관리 7,363 6,915 448

101 인건비 5,119 4,671 44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19 4,671 448

○노하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9

― 유원지주변 환경정비 인부사역

5,11945,700원*2명*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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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도시기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244 2,244 0

02 공공운영비 2,244 2,244 0

○노하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1,200

○노하유원지 전기요금 540

○노하유원지 상수도요금 504

100,000원*12월

45,000원*12월

42,000원*12월

장수 소공원 관리 12,105 20,596 △8,491

101 인건비 4,388 4,004 38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88 4,004 384

○장수소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388

― 소공원주변 환경정비 인부사역

4,38845,700원*2명*48일

201 일반운영비 7,717 16,592 △8,875

01 사무관리비 125 0 125

○ 소공원 분수대 수질검사 12525,000원*5회

02 공공운영비 7,592 16,592 △9,000

○장수 소공원 분수대 청소 및 유지보수 2,000

○장수 소공원 전기요금 5,268

○장수 소공원 상수도요금 324

439,000원*12월

27,000원*12월

장수 준비로(소로2-6) 개설공사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199,000 0 199,000

○장수 준비로(소로2-6)개설공사 199,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장수 준비로(소로2-6)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00

백천로(중로2-4) 개설공사 96,500 302,160 △205,660

401 시설비및부대비 96,500 302,160 △205,660

01 시설비 96,500 300,000 △203,500

○백천로(중로2-4) 개설공사 96,500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용역 800,000 0 8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0 0 800,000

01 시설비 800,000 0 800,000

○장수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00,000

장계 북동로(소로2-2,3-18) 개설공사 399,000 0 39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9,000 0 399,000

01 시설비 397,500 0 397,500

○장계 북동로(소로2-2,3-18) 개설공사 397,500

03 시설부대비 1,500 0 1,500

○장계 북동로(소로2-2,3-18) 개설공사 시설부

대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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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개발사업 2,212,428 1,492,512 719,916

도 100,000

군 2,112,428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02,268 379,268 82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2,268 362,268 840,000

01 시설비 1,200,000 360,000 840,000

○장수읍 200,000

― 왕대마을 농로포장 10,000

― 신리마을 농로포장 11,000

― 수남초교뒤 배수로 설치 28,000

― 송천 배수로 설치 13,000

― 송천 농로 확포장 20,000

― 이교 배수로 설치 33,000

― 송학골뉴타운 재활용수집장 설치 5,000

― 용계 작고개 배수로 설치 3,000

― 용계길 석축공사 17,000

― 용계 배수로 설치 28,000

― 용계 흄관 교체 5,000

― 대덕 배수로 설치 14,000

― 식천 진입로 포장 13,000

○산서면 160,000

― 양신 잿뜰 배수로 설치 10,000

― 마평 웅골 농로포장 10,000

― 서원마을 농로포장 10,000

― 왕곡 배수로 설치 10,000

― 봉서마을 농로포장 10,000

― 우렁골수교 농로포장 10,000

― 신등 배수로 설치 10,000

― 약촌 배수로 설치 10,000

― 신덕 배수로 설치 10,000

― 하오마을 농로포장 10,000

― 진전 웽기골 배수로 설치 10,000

― 평촌마을 농로포장 10,000

― 원흥마을 농로포장 10,000

― 동고 배수로 설치 10,000

― 능곡마을 농로포장 10,000

― 봉정마을 농로포장 10,000

○번암면 160,000

― 원논곡 농로개설 30,000

― 임신마을 농로포장 30,000

― 하동 머우골 농로포장 15,000

― 성암 뒷재길 농로포장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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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죽림 당산뜰 농로포장 15,000

― 사치 집넘뜰 농로포장 20,000

― 수척 배시당 농로포장 20,000

― 유정 땅골 농로포장 13,000

○장계면 200,000

― 양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0,000

― 반송 안길 배수로 설치 20,000

― 원명덕 연개골창 농로포장 15,000

― 호덕 배수로 설치 15,000

― 중동 배수로 설치 10,000

― 도장 진입로 배수로 설치 10,000

― 도장 고래 농로포장 10,000

― 신기 뒷길 농로포장 10,000

― 평지 새참골 농로포장 10,000

― 평지 뒤뜰 농로포장 10,000

― 망남 교량확장 10,000

― 주촌 정골 농로포장 10,000

― 양삼 느름나무골 농로포장 10,000

― 양삼 윗뜰 배수로 설치 10,000

― 원오동 무덤재 배수로 설치 10,000

― 원오동 독징이 농로포장 10,000

― 풍저 안길 석축공사 10,000

○천천면 160,000

― 장척 왕대보 배수로 정비 20,000

― 신광 농로 및 안길 재포장 20,000

― 중상마을 농로개설 30,000

― 검덕,운곡 농로보수 및 배수로 설치 30,000

― 송탄 동주골 석축공사 10,000

― 장양장자골 농로보수 및 배수로 설치 15,000

― 오옥꽃봉날 배수로 정비 10,000

― 신흥,평지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25,000

○계남면 160,000

― 침령 배수로 정비 25,000

― 사곡 배수로 설치 10,000

― 고기마을 농로 재포장 20,000

― 중방 가드레일 설치 15,000

― 농원마을 농로 재포장 20,000

― 음신 배수로 설치 20,000

― 구억 배수로 정비 10,000

― 고정 배수로 설치 25,000

― 평지마을 농로포장 15,000

○계북면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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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10,000

― 월현 부엉골 농로포장 10,000

― 월현 큰골 농로포장 10,000

― 연동 배수로 설치 20,000

― 어전 소하천 수로설치 40,000

― 문성 도로 확포장 20,000

― 을곡 용배수로 설치 40,000

― 양악 농로포장 10,000

03 시설부대비 2,268 2,268 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2,268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703,000 923,784 △220,784

401 시설비및부대비 693,000 923,784 △230,784

01 시설비 690,000 918,000 △228,000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0

○장수읍 238,000

― 하리 밤실 농로 석축 공사 15,000

― 동촌 수양원 진입로 재포장 8,000

― 두산 뒷골 과수원 포장 10,000

― 안양 여시골 농로포장 8,000

― 수분 비안들 배수로 설치 10,000

― 필덕 띠밭 배수로 설치 4,000

― 원대성 진입로 석축공사 15,000

― 이교 앞들 배수로 재설치 20,000

― 준비 귀성기들 농로포장공사 10,000

― 필덕 배수지 진입로 포장 10,000

― 식천 농로 포장 10,000

― 신촌 음낭골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하평 비안들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범연 소하천 정비공사 10,000

― 수분 배수로 재설치 공사 20,000

― 원개정 방죽골 농로포장 15,000

― 하평 개안들 배수로 설치 공사 13,000

― 봉강 배수로 설치 공사 15,000

― 음선 배수로 재설치 공사 20,000

― 구평 농로 포장 5,000

○산서면 60,000

― 이룡마을 배수로 재설치 공사 10,000

― 양신 마을안길 배수로 재설치 공사 10,000

― 창촌 배수로 설치 공사 20,000

― 강치 안길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압곡 할미골 농포포장 공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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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번암면 52,000

― 사암 밤재들 포장 공사 18,000

― 수척 돌제 모퉁이 농로포장 16,000

― 신원 원촌 진입로 포장 공사 5,000

― 원북 진입로 보수 공사 8,000

― 남양 마당몰 농로포장 5,000

○장계면 164,000

― 서변 고속도로옆 농로포장 20,000

― 신기 배수로 설치 공사 20,000

― 침동 안길 배수로 설치 공사 15,000

― 원명덕 앞들 농로포장 10,000

― 주촌 농로 포장 15,000

― 양삼 소하천 암거설치 15,000

― 원명덕 안길 포장 10,000

― 주촌 점골 농로포장 15,000

― 북동 배수로 설치 공사 15,000

― 도장 짐말골 배수로 설치 공사 8,000

― 호덕 과수원 농로포장 3,000

― 주촌 앞들 농로포장 10,000

― 성곡 오지선 연결 농로포장 8,000

○천천면 31,000

― 장척 복골들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춘동 패수골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춘동 배수로 설치 공사 10,000

― 장척 농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1,000

○계남면 80,000

― 기산 뒷들 배수로 설치 공사 20,000

― 곡리 과수원 배수로 설치 공사 15,000

― 사곡 마을공원 정비 10,000

― 음신 마을 쉼터 조성공사 20,000

― 한거 난타 동우회 사무실 설치 5,000

― 양지 마을앞들 배수로 재설치 10,000

○계북면 65,000

― 파곡 인삼밭 농로포장 15,000

― 문성 뒷골 농로포장 10,000

― 농소 장구먹들 농로포장 15,000

― 내림 봉우재들 배수로 설치 공사 4,000

― 매걔 고속도로 밑 농로포장 10,000

― 매자동 입구 농로포장 2,000

― 연동 세비재들 농로포장 9,000

03 시설부대비 3,000 5,784 △2,784

○소규모 지역발전 시설부대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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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이전 10,000 0 1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0 10,000

○계북면 매계마을 창고 보수공사 10,000

지역개발확충사업 100,000 183,000 △83,000

도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83,000 △83,000

도 100,000

01 시설비 100,000 183,000 △83,000

○산서면 구창마을 농로개설공사 15,000

도 15,000

○장계면 동명마을 배수로설치공사 10,000

도 10,000

○계남면 음신마을 농로포장 20,000

도 20,000

○계남면 고정마을 안 석축설치 20,000

도 20,000

○계북면 농소 소비재 농로포장 15,000

도 15,000

○천천면 장척마을 농로포장 20,000

도 20,000

주민편익시설 확충 7,160 6,460 700

201 일반운영비 3,160 5,460 △2,300

01 사무관리비 3,160 5,460 △2,300

○합동사무직원 급량비 1,260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800

○설계도서 600

○광파기 교정 검사비 300

○플로터소모품 200

7,000원*6명*30일

202 여비 4,000 1,000 3,000

01 국내여비 4,000 1,000 3,000

○지역개발사업 추진 4,000

지실가지교량가설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지실가지 교량가설 200,000

도로시설 관리 49,360 57,621 △8,261

관광순환도로 관리 49,360 57,621 △8,261

201 일반운영비 49,360 57,621 △8,261

01 사무관리비 1,200 3,240 △2,040

○터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2001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48,160 54,381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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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지역개발

단위: 도로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전기요금 36,480

○전화요금 1,680

― 터널 일반전화요금 120

― 전용회선 전화요금 1,560

○터널유지보수 관리 10,000

3,040,000원*12월

10,000원*12월

130,000원*12월

도로시설 관리 2,681,580 1,941,662 739,918

군도·농어촌 도로 2,525,500 1,837,488 688,012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2,274,000 1,033,708 1,240,292

401 시설비및부대비 2,274,000 1,033,708 1,240,292

01 시설비 2,270,000 1,030,000 1,240,000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2,270,000

― 솔파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770,000

― 죽림~동화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600,000

―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800,000

― 계남~천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기본조사 설

계비 100,000

03 시설부대비 4,000 3,708 292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4,000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51,500 0 251,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1,500 0 251,500

01 시설비 250,000 0 250,000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00

― 연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00

03 시설부대비 1,500 0 1,500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500

지방도 관리 156,080 104,174 51,906

지방도 도로관리업무 추진 5,000 4,000 1,000

201 일반운영비 2,500 1,500 1,000

01 사무관리비 2,500 1,500 1,000

○군도ㆍ농어촌도로 사무관리비 2,500

― 건설인 워크숍 교재 2,100

― 건설인 워크숍 현수막 50

― 건설인 워크숍 기타용품비 350

15,000원*140부

202 여비 2,500 2,500 0

01 국내여비 2,500 2,500 0

○지방도 도로관리 추진 2,5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51,080 100,174 50,906

401 시설비및부대비 151,080 100,174 50,906

01 시설비 150,000 99,280 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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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시설 관리

단위: 지방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50,000

03 시설부대비 1,080 894 186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080150,000,000원*0.72%

농촌생활 기반구축 8,155,625 8,609,646 △454,021

국 3,500

광 5,220,000

도 579,000

군 2,353,125

농업기반 정비 2,348,900 2,559,000 △210,100

광 1,313,000

도 181,000

군 854,900

농업기반시설 확충 498,900 0 498,9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98,900 0 498,900

01 시설비 496,400 0 496,400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496,400

03 시설부대비 2,500 0 2,500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부대비 2,5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875,000 2,059,000 △1,184,000

광 613,000

도 131,000

군 13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75,000 2,059,000 △1,184,000

광 613,000

도 131,000

군 131,000

01 시설비 869,487 2,056,000 △1,186,51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69,487

광 613,000

도 131,000

군 125,487

03 시설부대비 5,513 3,000 2,51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부대비

5,513875,000,000원*0.63%

밭기반 정비사업 500,000 500,000 0

광 400,000

도 50,000

군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0

광 400,000

도 50,000

군 50,000

01 시설비 496,400 496,400 0

○밭기반정비사업 4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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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 기반구축

단위: 농업기반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 400,000

도 50,000

군 46,400

03 시설부대비 3,600 3,600 0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3,600500,000,000원*0.7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375,000 0 375,000

광 300,000

군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75,000 0 375,000

광 300,000

군 75,000

01 시설비 375,000 0 375,000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75,000

광 300,000

군 75,000

습답 불량농지 개선사업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논에밭작물재배기반정비 100,000

농촌 생활환경 정비 5,750,494 5,988,352 △237,858

국 3,500

광 3,907,000

도 398,000

군 1,441,994

농업기반 일반운영 16,938 17,721 △783

201 일반운영비 12,938 13,721 △783

01 사무관리비 5,504 5,992 △488

○농업용수 수질검사 4,504

○사무용 잡품비 1,000

112,600원*40개소

02 공공운영비 7,434 7,729 △295

○가로등 고소작업차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비 200

○가로등 고소작업차 유류대

6,034

○가로등 고소작업차 유지관리비 1,200

1,676원*300ℓ *12월

202 여비 4,000 4,000 0

01 국내여비 4,000 4,000 0

○농촌시설업무 추진 2,000

○가로등보수여비 2,000

가로등 관리 119,056 137,731 △18,675

201 일반운영비 16,056 16,056 0

02 공공운영비 16,056 16,0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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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 기반구축

단위: 농촌 생활환경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가로(보안)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통신비

16,0566,000원*12월*223대

206 재료비 30,000 60,000 △30,000

01 재료비 30,000 60,000 △30,000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3,000 61,675 11,325

01 시설비 73,000 61,000 12,000

○가로등 설치공사 27,000

○가로등 정비사업 46,000

농촌생활환경정비 683,000 1,952,000 △1,269,000

광 478,000

군 20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83,000 1,952,000 △1,269,000

광 478,000

군 205,000

01 시설비 678,700 1,952,000 △1,273,300

○농촌 생활환경 정비 678,700

광 478,000

군 200,700

03 시설부대비 4,300 0 4,300

○농촌 생활환경 정비 부대비 4,3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898,000 3,851,000 1,047,000

광 3,429,000

도 398,000

군 1,07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98,000 3,851,000 1,047,000

광 3,429,000

도 398,000

군 1,071,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898,000 3,851,000 1,047,000

○팔공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5년차) 796,000

광 557,000

도 55,000

군 184,000

○유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4년차) 1,340,000

광 938,000

도 94,000

군 308,000

○동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2년차) 730,000

광 511,000

도 51,000

군 168,000

○장안산도깨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2년차) 840,000

광 588,000

도 59,000

군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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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 기반구축

단위: 농촌 생활환경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번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년차) 695,000

광 487,000

도 104,000

군 104,000

○연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1년차) 497,000

광 348,000

도 35,000

군 114,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30,000 25,000 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 25,000 5,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25,000 5,000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30,000

위임 국유재산 관리 개선지원 3,500 4,900 △1,400

국 3,500

201 일반운영비 3,000 4,500 △1,500

국 3,000

01 사무관리비 3,000 4,500 △1,500

○국유재산(농식품부) 실태조사 후속조치 3,000

국 3,000

202 여비 500 400 100

국 500

01 국내여비 500 400 100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 500

국 500

안정적 용수공급 56,231 62,294 △6,063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40,906 44,514 △3,608

101 인건비 15,906 14,514 1,39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906 14,514 1,392

○저수지 유지관리 15,906

― 장수 1,920

― 산서 4,113

― 번암 275

― 장계 2,925

― 천천 2,925

― 계남 823

― 계북 2,925

45,700원*6명*7개소

45,700원*9명*10개소

45,700원*6명*1개소

45,700원*8명*8개소

45,700원*8명*8개소

45,700원*6명*3개소

45,700원*8명*8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 30,000 △5,000

01 시설비 25,000 30,000 △5,000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25,000

수리계 유지관리 11,700 10,530 1,170

307 민간이전 11,700 10,530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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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 기반구축

단위: 안정적 용수공급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700 10,530 1,170

○수리계 유지관리 11,700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 3,625 7,250 △3,625

201 일반운영비 3,625 7,250 △3,625

02 공공운영비 3,625 7,250 △3,625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비 3,625

― 장수읍 양수기 유지관리비 450

― 산서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350

― 번암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650

― 장계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400

― 천천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600

― 계남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700

― 계북면 양수기 유지관리비 475

행정운영경비(건설과) 312,295 265,269 47,026

도 122,380

군 189,915

인력운영비 278,841 229,055 49,786

도 122,380

군 156,461

수로원인건비 278,841 229,055 49,786

도 122,380

군 156,461

101 인건비 278,841 229,055 49,786

도 122,380

군 156,46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5,260 229,055 16,205

○수로원 인건비 245,260

― 기본급 106,6471,481,200원*6명*12월

도 53,323

군 53,324

― 기말수당 35,5491,481,200원*6명*4회

도 17,775

군 17,774

― 시간외수당 17,843

도 8,921

군 8,922

― 교통보조비 2,8802,000원*6명*20일*12월

도 1,440

군 1,440

― 휴일근무수당 24,611

도 12,306

군 12,305

― 급식비 5,760

도 2,880

군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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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보험료 25,544

도 12,772

군 12,772

― 연차수당 4,137

도 2,068

군 2,069

― 명절휴가비 10,665888,720원*6명*2회

도 5,333

군 5,332

― 피복비 900150,000원*6명

도 450

군 450

― 직무수당 7,200

도 3,600

군 3,600

― 근속수당 3,024

도 1,512

군 1,512

― 여비 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581 0 33,581

○수로원 인건비 33,581

― 기본급 17,307

― 유급휴일수당 3,586

― 기말수당 5,516

― 보험료 2,000

― 명절휴가비 1,778

― 급식비 600

― 시간외 근무수당 2,644

― 피복비 150

68,950원*251일

68,950원*52일

기본경비 33,454 36,214 △2,760

기본경비 33,454 36,214 △2,760

201 일반운영비 17,954 17,454 500

01 사무관리비 12,790 12,290 500

○신문구독료 2,400

○복사용지 3,010

○복사기 임차료 5,280

○사무용 잡품비 1,500

○정수기 임대료 600

600,000원*4분기

20,900원*12박스*12월

440,000원*1대*12월

5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5,164 5,164 0

○사무실 전화요금 3,360

○사무실 정비 1,204

○재해대책용 이통통신 요금 240

○측량용 GPS 보정자료 수신용 이동통신요금

360

280,000원*12월

20,000원*12월

3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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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1,300 10,560 740

01 국내여비 11,300 10,560 740

○부서운영 국내여비 10,560

○균형집행 우수 인센티브 74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비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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