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부서: 건설과
정책: 취약지 및 지역개발
단위: 지역개발 (단위:천원)

건설과 28,751,222 29,279,549 △528,327

국 2,200,000

균 350,000

도 4,388,800

시 21,812,422

취약지 및 지역개발 130,000 130,000 0

지역개발 130,000 130,000 0

웅천돌문화공원 130,000 130,000 0

307 민간이전 130,000 130,000 0

05 민간위탁금 130,000 130,000 0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130,000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13,481,200 11,123,900 2,357,300

국 2,200,000

균 350,000

도 1,257,050

시 9,674,150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11,492,100 8,238,800 3,253,300

국 2,200,000

도 952,050

시 8,340,050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400,000 750,000 3,650,000

국 2,200,000

도 660,000

시 1,5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400,000 750,000 3,650,000

국 2,200,000

도 660,000

시 1,540,000

01 시설비 4,400,000 750,000 3,650,000

학성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2,600,000

국 1,300,000

도 390,000

시 910,000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1,800,000

국 900,000

도 270,000

시 630,000

수리시설및방조제개보수 1,464,000 1,533,800 △69,800

101 인건비 40,800 40,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00 40,800 0

저수지 유지보수(제초 및 잡목제거) 40,800

201 일반운영비 71,200 18,000 53,200

01 사무관리비 71,200 18,000 53,2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양수장비 수리 10,000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11,200

소규모 용역 수수료(기술지도계약)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52,000 1,475,000 △123,000

01 시설비 1,350,380 1,469,564 △119,184

저수지 정기·정밀 점검용역 45,000

방조제 정기·정밀 점검용역 60,000

수리시설 및 방조제 유지보수 100,000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100,00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북부) 100,000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남부) 100,000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북부) 105,000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남부) 105,000

2022년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북부) 112,000

2022년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남부) 112,000

웅포저수지 수리시설 개선보수공사 실시설계 100,000

마강저수지(99) 여수로 정비공사 49,460

절골저수지 여수로 및 환경 정비공사 49,460

삽시도리(73-3)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73,000

율변2방조제(171-1) 개보수 공사 49,460

신산리.남심리저수지 타당성조사및 기본용역 20,000

저수지 안전관리 시설 설치 50,000

화산동(639-1) 수문 교체공사 20,000

03 시설부대비 1,620 5,436 △3,816

마강저수지(99) 여수로 정비공사 540

절골저수지 여수로 및 환경 정비공사 540

율변2방조제(171-1) 개보수 공사 540

용배수로정비 3,044,000 2,592,000 45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44,000 2,582,000 462,000

01 시설비 3,044,000 2,564,849 479,151

죽청1리(1055)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평2리(435-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두룡1리(114-5)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죽청2리(203-1)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독산2리(817) 배수로 설치공사 100,000

두룡2리(587-2)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주교2리(1639-1) 옹벽 설치공사 40,000

은포2리(1572-4) 농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교성2리(71-3)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오포1리(183-1)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교성1리(674) 배수로 설치공사 50,000

학성리(314-22)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사호1리(117-1) 배수로 재설치공사 30,000

장은리(628-6)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하만리(515-3)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하만3리(946-33) 배수로 설치공사 23,000

낙동4리(1019-7) 배수로 설치공사 10,000

낙동5리(1324) 배수로 설치공사 24,000

낙동리(564-1) 배수로 설치공사 40,000

사호리(853) 배수로 설치공사 14,000

궁포1리(716-1) 배수로 설치공사 55,000

신덕리(450-1)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신송1리(197-3)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진죽4리(1520)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진죽4리(46)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진죽3리(1403)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정전2리(562) 배수로 정비공사 23,000

황룡리(1215)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장산2리(700-1)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소양리(500-1) 구거 정비공사 35,000

나원리(631-3) 배수로 개량공사 50,000

의평3리(389-2)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남포방조제(834)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90,000

양기1리(520-2) 배수로 설치공사 60,000

신흥리(347)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양기2리(343-2) 개거 설치공사 100,000

달산리(1016-3)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읍내리(426) 배수로 재설치공사 20,000

신흥1리(28)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창암3리(196-4)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50,000

황율2리(600-10) 석축 정비공사 25,000

금암3리(281-6) 전석쌓기 공사 30,000

황율1리(462-11)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삼곡2리(387-1)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삼곡2리(197)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동오1리(364-17)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증산1리(1305) 개거 정비공사 200,000

남심리(198)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풍산리(251) 용수로 보수공사 20,000

삼계리(518) 배수로 보수 및 농로 포장공사 35,000

늑전리(602) 배수로 보수공사 40,000

장곡1리(1000-3) 사면 보강공사 32,000

신송2리(562)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신송1리(199-7) 사면 보강공사 3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신송2리(454)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장곡1리(1089-1)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신송1리(164-1) 사면 보강공사 98,000

신송1리(266) 배수로 정비공사 33,000

신송2리(336)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야현2리(208-5) 사면 보강공사 14,000

내현1리(49) 배수로 설치공사 35,000

마강리(417)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진죽4리(316-22) 배수로 정비공사 153,000

신송2리(326) 사면 보강공사 75,000

진죽리(1375) 사면 보강공사 130,000

연지리(954)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장현2리(64) 옹벽 설치 공사 15,000

장현2리(384-5) 용수관 정비공사 50,000

관창1리(96-2)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용배수로정비사업 483,000 1,680,000 △1,197,000

도 241,500

시 241,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3,000 1,680,000 △1,197,000

도 241,500

시 241,500

01 시설비 483,000 1,677,120 △1,194,120

장은1리(999-11) 세천 석축 설치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장현1리(339-1) 용수로 정비공사 23,000

도 11,500

시 11,500

신구2리(691-1)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삼현리(1294) 하천 정비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양항리(462-2) 교량 확장공사 120,000

도 60,000

시 60,000

내항3통(923)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750,000 543,000 207,000

201 일반운영비 70,000 70,000 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단위:천원)

01 사무관리비 70,000 70,000 0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 50,000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80,000 467,000 213,000

01 시설비 680,000 463,616 216,384

농업용 관정 개발 100,000

가뭄대비 한해 대책사업 50,000

농업용 용배수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50,000

옥서2리(487-32) 하천 준설 및 보설치공사 40,000

성동1리(1222) 농업용 보 정비공사 100,000

천북면 저수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20,000

향천2리 농업용수관 설치 300,000

오포3리(569-2) 농업용 관정 설치 20,000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101,100 90,000 11,100

도 50,550

시 50,55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1,100 90,000 11,100

도 50,550

시 50,550

01 시설비 101,100 90,000 11,100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101,100

도 50,550

시 50,550

재해예방사업 1,250,000 1,050,00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0,000 1,050,000 200,000

01 시설비 1,250,000 1,050,000 200,000

삼계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22년
특별교부세 175백만원) 350,000

명대저수지 준설공사(22년 특별조정교부금 250
백만원) 500,000

양항리 암거설치공사(22년 특별조정교부금 200
백만원) 400,000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857,100 334,100 523,000

균 350,000

도 175,000

시 332,100

방조제 수문관리 5,000 3,500 1,5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5,000 3,500 1,5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00 3,500 1,500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 5,000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52,100 130,600 21,500

201 일반운영비 32,100 10,600 21,500

01 사무관리비 2,600 2,600 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단위:천원)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600

02 공공운영비 29,500 8,000 21,500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 29,500

307 민간이전 120,000 120,000 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0 120,000 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20,000

재해위험저수지(영보1) 정비사업 500,000 200,000 300,000

균 250,000

도 125,000

시 1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200,000 300,000

균 250,000

도 125,000

시 125,000

01 시설비 500,000 200,000 300,000

영보1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500,000

균 250,000

도 125,000

시 125,000

재해위험저수지(하만3)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균 50,000

도 25,000

시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균 50,000

도 25,000

시 25,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하만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100,000

균 50,000

도 25,000

시 25,000

재해위험저수지(탑골)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균 50,000

도 25,000

시 2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균 50,000

도 25,000

시 25,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재해위험저수지(탑골) 정비공사 100,000

균 5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단위:천원)

도 25,000

시 25,000

농촌지역개발 1,132,000 2,551,000 △1,419,000

도 130,000

시 1,002,0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847,000 1,544,000 △69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47,000 1,544,000 △697,000

01 시설비 846,298 1,532,770 △686,472

독산1리(103-3) 농로 포장공사 29,676

죽청2리(219-4) 농로 포장공사 40,000

관창리(860-1) 경작로 포장공사 34,622

낙동리(932-8) 농로 포장공사 24,000

낙동4리(124-1) 농로 포장공사 20,000

낙동3리(788) 농로 포장공사 30,000

내현2리(596-9) 농로 포장공사 30,000

장현2리(308-1) 농경지 사면 정비공사 40,000

양항리(788) 농로 포장공사 50,000

달산리(949) 농로 포장공사 75,000

봉덕1리(63-4) 경작로 정비공사 50,000

유곡1리(508) 농경지 진입로 정비공사 13,000

증산2리(493-4)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5,000

황율1리(359-5) 제방 정비공사 25,000

주야1리(183-26) 농경지 진입로 정비공사 20,000

삼곡2리(781) 교행차로 설치공사 20,000

내평리(295-5) 농로 정비공사 30,000

신흑10통(1729-3) 농로 포장공사 25,000

내항3통(918) 농로 포장공사 50,000

내항2통(904-3) 농로 포장공사 20,000

내항1통(271-2) 농로 정비공사 20,000

죽림4리(561) 농로 정비공사 20,000

죽림1리(900-5) 소교량 설치공사 40,000

관산리 경작로 포장공사 75,000

개화3리(420-2) 농로 포장공사 50,000

03 시설부대비 702 11,230 △10,528

독산1리(103-3) 농로 포장공사 324

관창리(860-1) 경작로 포장공사 378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260,000 982,000 △722,000

도 130,000

시 1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000 982,000 △722,000

도 130,000

시 13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단위: 농촌지역개발 (단위:천원)

01 시설비 260,000 982,000 △722,000

진죽3리(741-136)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소송리(817) 농로 포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창암3리(121-6) 농로 포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국공유재산관리 25,000 25,000 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국공유재산 측량비 20,000

202 여비 5,000 5,000 0

01 국내여비 5,000 5,000 0

국공유재산관리 출장여비 5,000

주민불편해소 7,242,500 7,977,250 △734,750

도 730,750

시 6,511,75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242,500 7,977,250 △734,750

도 730,750

시 6,511,750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 5,599,000 5,510,500 88,500

201 일반운영비 7,000 5,000 2,000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0

건설행정업무 연찬회 5,000

02 공공운영비 2,000 0 2,000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92,000 5,505,500 86,500

01 시설비 5,574,000 5,478,478 95,522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0,000

소규모 공공시설 기부채납 10,000

수부1리(878-2)교량정비 30,000

평2리(63)교량 재가설 40,000

수부1리(942) 마을안길 개설 47,000

관당1리(101) 마을안길확포장 60,000

관당2리(654-10)아스콘 덧씌우기 35,000

대창1리(344-1) 배수로 정비 30,000

관당1리(577) 배수로 설치 40,000

관당3리(328-1) 아스콘 덧씌우기 55,000

독산2리(800) 배수로 설치 3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관당3리(192-2) 배수로 정비 26,000

수부1리(4-9) 마을안길 포장 30,000

봉당2리 (766-3) 배수로 정비 50,000

마강1리(273-1) 농로개설 40,000

봉당리(35-4) 배수로정비 30,000

보령2리(603) 배수로설치 30,000

관산리(293-27) 배수로정비 25,000

은포2리 마을배수로 개선 40,000

주교2리(350-2) 사면 보수공사 65,000

은포3리 마을회관 사면 정비공사 20,000

송학1리(산12) 사면 정비공사 50,000

주교2리(760)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관창1리(140-1) 배수로 및 제방 보수공사 31,000

신대2리(772-1) 마을광장조성 공사 80,000

관창2리(480-2)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삽시도 수문및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삽시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0

오포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고대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00

호도 배수관 설치공사 32,000

갈현리 사면 정비공사 70,000

장고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80,000

교성1리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교성3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면사무소 입구 전석 시설공사 40,000

궁포2리(123-35)사면 보강공사 40,000

궁포2리 교량정비공사 40,000

장은리(641) 아스콘 포장공사 34,000

낙동2리 아스콘 포장공사 90,000

하만3리 배수로 설치공사 29,000

신죽2리 교량정비 공사 50,000

죽림리(414-1) 마을진입로 개선복구 20,000

재정리(392) 세천복구 100,000

죽림리(253) 마을진입로 복구 56,000

정전리(129) 세천 개선복구 40,000

장곡리(1122-5) 마을진입로 복구 25,000

진죽3리(741-131) 배수로정비공사 30,000

진죽3리(818-7) 배수로정비공사 15,000

진죽3리(825-43) 배수로정비공사 22,000

죽림4리(573-1) 배수로정비공사 36,000

성연1리(산32-24) 하천 소교량 설치 30,000

성연1리(251) 배수로 정비 23,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진죽3리(산82-13)배수로 정비 27,000

정전1리(236-2)배수로 정비 28,000

죽림1리(33)하천 소교량 설치 30,000

진죽2리(276-9)배수로 정비 25,000

진죽2리(696-7)배수로 정비 30,000

신송3리(8) 배수로 정비 30,000

정전2리(산86-1)배수로 정비 10,000

신송2리(281-1) 마을안길 정비 40,000

장곡2리(173-1) 마을안길 포장 20,000

장곡2리(122-1) 배수로 정비 10,000

장곡1리(480) 배수로 정비 20,000

죽림4리(산49-12)배수로 정비 13,000

죽림4리(665-5)배수로 정비 30,000

정전2리(산94-9)농로 포장 28,000

죽림4리(산67-3)배수로 정비 34,000

재정1리(686-5) 사면 보강 46,000

재정2리(680-4) 사면 보강 40,000

야현2리(283-5) 배수로 정비 22,000

신송1리(138-15) 배수로 정비 130,000

성연1리(197-8) 배수로 정비 30,000

진죽1리(463-5) 배수로 정비 55,000

옥계1리 교량설치 50,000

나원리(201) 세천 개선복구공사 100,000

소양리(99) 세천 복구공사 30,000

소양리 698-1 인근 도로 붕괴정비공사 10,000

나원리(543-2)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00

장산2리(703-2) 배수로 정비 공사 30,000

의평3리 배수로 설치 공사 30,000

향천2리(758-2)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0,000

소양1리(341-1) 옹벽 설치 공사 70,000

향천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35,000

의평3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50,000

음현리(66-1) 배수로정비 40,000

제석2리 전석 설치공사 35,000

달산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45,000

제석2리 도로 포장공사 35,000

월전1리 도로 포장 공사 15,000

봉덕1리 쉼터 조성 공사 25,000

달산리(1277)보강토 설치 공사 15,000

옥서2리 농로 포장공사 40,000

봉덕1리 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봉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5,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제석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화평2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50,000

창암2리 배수로 정비 25,000

금암2리마을안길 정비 40,000

화평2리(304-2) 배수로 정비 10,000

주야3리(681)아스콘덧씌우기 35,000

금암4리아스콘덧씌우기 12,000

금암4리 교량 정비 40,000

신구2리아스콘덧씌우기 40,000

야룡2리배수로 정비 15,000

금암1리 배수로 정비 20,000

증산3리아스콘덧씌우기 30,000

유곡2리마을안길 정비 15,000

야룡3리배수로 정비 및 석축쌓기 30,000

창암1리배수로 정비 22,000

금암3리(48)마을안길 정비 15,000

창암3리마을안길 정비 20,000

유곡1리 정자설치 20,000

남심리 농로 포장공사 33,000

도흥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50,000

옥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60,000

은현리 농로포장 및 보수 15,000

도흥리 농로 포장공사 40,000

옥현1리 구거복개 및 포장공사 30,000

늑전리 배수로 정비 38,000

도화담1리 경로당 공터 포장 공사 40,000

도화담1리 주차장 포장 공사 40,000

남심리(267-3) 배수로 정비 30,000

옥현1리 마을상수도 진입로 포장 45,000

봉성리 구거 복개공사 50,000

평라리 쉼터 조성공사 22,000

도화담2리 쉼터 설치 22,000

옥현2리 쉼터 조성공사 22,000

개화2리 교량재가설 100,000

성주6리 배수로 정비 공사 30,000

개화2리 배수로 설치 공사 40,000

명천3통(915-5) 경작로(통행로) 포장공사 20,000

요암3통 배수로정비 50,000

남곡3통 배수로 정비 30,000

요암1통 마을안길 정비 28,000

신흑1통(456-1) 배수로 정비 20,000

신흑1통(956) 배수로 정비 25,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요암2통(865-2) 배수로 정비 30,000

내항3통(668) 마을안길 정비 50,000

내항1통 배수로 정비 30,000

봉덕리(498-1)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제석2리(459-5) 배수로 설치공사 10,000

소성2리(산2-1) 농로 포장공사 15,000

주교리 구거 보수공사 30,000

소양2리 교량 정비공사 20,000

삼현2리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음현리 옹벽 설치공사 28,000

성동3리(1325)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40,000

송학2리(334-1)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0

옥계2리(325-3)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풍산리 쉼터 조성공사 27,000

풍산리 하천 다리 보수공사 40,000

삼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8,000

장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000

소양1리 배수로 설치공사 25,000

03 시설부대비 18,000 27,022 △9,022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 18,000

소규모주민숙원(민자)사업 45,000 332,750 △287,750

402 민간자본이전 45,000 332,750 △287,75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5,000 332,750 △287,750

은포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10,000

소성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0,000

늑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소규모주민숙원(시설)사업 105,000 70,000 3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 8,40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설계용품구입비 1,600

202 여비 35,000 30,000 5,000

04 국제화여비 35,000 30,000 5,000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견학 35,000

405 자산취득비 60,000 0 6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0 60,000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 점검차량 구매 60,000

소규모주민숙원(도비)사업 1,413,500 1,464,000 △50,500

도 706,750

시 706,75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13,500 1,464,000 △50,500

도 706,75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시 706,750

01 시설비 1,413,500 1,464,000 △50,500

학성1리 석축공사 180,000

도 90,000

시 90,000

주교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영보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70,000

도 35,000

시 35,000

황룡2리 배수로 설치공사 12,000

도 6,000

시 6,000

장현1리 아스콘 덧씌우기 68,000

도 34,000

시 34,000

향천1리 농로 포장공사 60,500

도 30,250

시 30,250

요암동 농로 확포장공사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미산옥현리 창고마당 포장공사 60,000

도 30,000

시 30,000

내항3통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도 40,000

시 40,000

남곡1통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도 25,000

시 25,000

미산도화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웅천읍 노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도 20,000

시 20,000

죽정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0

도 50,000

시 50,000

오천면 영보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도 7,5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시 7,500

청소면 진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도 10,000

시 10,000

오천면 오포리 배수로 설치공사 18,000

도 9,000

시 9,000

삽시도 수문 설치 및 배수로 준설공사 120,000

도 60,000

시 60,000

신송리(44-6)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도 10,000

시 10,000

하천따라 아름다운 둘레길 조성(도민참여) 30,000 0 30,000

도 9,000

시 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도 9,000

시 21,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하천따라 아름다운 둘레길 조성(도민참여) 30,000

도 9,000

시 21,000

미소천국 행복마을 문화쉼터 조성(도민참여) 20,000 0 20,000

도 6,000

시 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도 6,000

시 14,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미소천국 행복마을 문화쉼터 조성(도민참여) 20,000

도 6,000

시 14,000

안전한 마을안길 만들기! 빈틈없는 가드레일 설치(도민
참여)

30,000 0 30,000

도 9,000

시 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도 9,000

시 21,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안전한 마을안길 만들기! 빈틈없는 가드레일
설치(도민참여) 3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주민불편해소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도 9,000

시 21,000

재해 재난 예방 7,800,913 9,939,800 △2,138,887

도 2,401,000

시 5,399,913

하천 정비 7,800,913 9,939,800 △2,138,887

도 2,401,000

시 5,399,913

하천유지 및 보수 1,089,800 455,800 634,000

101 인건비 37,000 35,000 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00 35,000 2,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37,000

201 일반운영비 78,000 91,000 △13,000

01 사무관리비 77,000 84,000 △7,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5,000

소하천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2,000

02 공공운영비 1,000 7,000 △6,000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000

202 여비 4,800 4,800 0

01 국내여비 4,800 4,800 0

하천 감시 4,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70,000 325,000 645,000

01 시설비 963,970 322,939 641,031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49,550

하천 및 소하천 미 지급용지 등 보상 30,000

대천천 웅천천 등 유지보수 40,000

대천천 건널목 보수공사 49,460

궁촌천(대천역 구간) 정비사업 794,960

03 시설부대비 6,030 2,061 3,969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450

대천천 건널목 보수공사 540

궁촌천(대천역 구간) 정비사업 5,040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등(보조) 2,857 0 2,857

도 2,000

시 857

401 시설비및부대비 2,857 0 2,857

도 2,000

시 857

01 시설비 2,857 0 2,857

감정평가 수수료등 2,857

도 2,000

250,000원*8명*1회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시 857

소하천정비(보조) 100,000 0 100,000

도 50,000

시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도 50,000

시 50,000

01 시설비 99,100 0 99,100

대창소하천 정비 99,100

도 49,550

시 49,550

03 시설부대비 900 0 900

대창소하천 정비 900

도 450

시 450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진죽천)(도전환)(전환사업) 3,076,923 3,894,000 △817,077

도 2,000,000

시 1,076,923

401 시설비및부대비 3,076,923 3,894,000 △817,077

도 2,000,000

시 1,076,923

01 시설비 3,076,923 3,798,000 △721,077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76,923

도 2,000,000

시 1,076,923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보조) 100,000 0 100,000

도 50,000

시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도 50,000

시 50,000

01 시설비 99,100 0 99,100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99,100

도 49,550

시 49,550

03 시설부대비 900 0 900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900

도 450

시 450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정비)(보조) 290,000 200,000 90,000

도 145,000

시 1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0,000 200,000 9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도 145,000

시 145,000

01 시설비 287,912 200,000 87,912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287,912

도 143,956

시 143,956

03 시설부대비 2,088 0 2,088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2,088

도 1,044

시 1,044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보조) 183,333 250,000 △66,667

도 55,000

시 128,333

401 시설비및부대비 183,333 250,000 △66,667

도 55,000

시 128,333

01 시설비 182,014 248,200 △66,186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182,014

도 54,604

시 127,410

03 시설부대비 1,319 1,800 △481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1,319

도 396

시 923

지방하천 퇴적토정비(보조) 78,000 180,000 △102,000

도 39,000

시 3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8,000 180,000 △102,000

도 39,000

시 39,000

01 시설비 77,298 178,704 △101,406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77,298

도 38,649

시 38,649

03 시설부대비 702 1,296 △594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702

도 351

시 351

소하천 정비 880,000 1,260,000 △3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80,000 1,260,000 △380,000

01 시설비 880,000 1,256,220 △376,220

대궁소하천(하만리557-1)정비 2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재해 재난 예방
단위: 하천 정비 (단위:천원)

호동소하천(학성리 271-81) 정비 40,000

수항소하천(궁포리 48) 정비 30,000

송학소하천(송학리 426) 정비 50,000

재정소하천(재정리 105-1) 정비 40,000

은포소하천 잔여구간 정비 50,000

벽남소하천 정비 50,000

마강소하천 정비 50,000

소하천 중기계획 수립 50,000

황룡천 하천정비(22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500,0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명대)(시전환)(전환사업) 1,000,000 2,500,000 △1,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2,500,000 △1,500,000

01 시설비 996,400 2,491,000 △1,494,600

명대소하천 정비 996,400

03 시설부대비 3,600 9,000 △5,400

명대소하천 정비 3,60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오동)(시 전환)(전환사업) 800,000 50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0 500,000 300,000

01 시설비 797,110 496,400 300,710

오동소하천 정비(2022년 특별교부세 2억원) 797,110

03 시설부대비 2,890 3,600 △710

오동소하천 정비(2022년 특별교부세 2억원) 2,890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 조성 사업(도민참여) 200,000 0 200,000

도 60,000

시 1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도 60,000

시 140,000

01 시설비 198,560 0 198,560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 조성 사업(도민참여) 198,560

도 59,568

시 138,992

03 시설부대비 1,440 0 1,440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 조성 사업(도민참여) 1,440

도 432

시 1,008

행정운영경비 96,609 108,599 △11,990

기본경비 96,609 108,599 △11,990

기본경비 96,609 108,599 △11,990

201 일반운영비 53,509 54,509 △1,000

01 사무관리비 46,509 46,509 0

일반수용비 28,509

급량비 6,000500,000원*12월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0

전문건설업 법령 교육 및 홍보
3,000

하도급,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5,000

외부청문주재자 참석수당
2,000

02 공공운영비 7,000 8,000 △1,000

공공요금및제세 7,000

202 여비 15,000 18,490 △3,490

01 국내여비 15,000 18,490 △3,490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 15,00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지하침하(기타시설) 응급 복구비 20,000

405 자산취득비 3,900 11,400 △7,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00 11,400 △7,500

제본천공기 구입 3,000

업무용 의자 구입 900

500,000원*4회

1,500,000원*2회

100,000원*5회*10명

500,000원*4회

350,000원*12월

3,000,000원*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