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단위:천원)

재난방재과 23,460,013 20,021,522 3,438,491

국          2,343,115

균          5,256,000

도          1,320,832

군         14,540,066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7,793,759 5,613,094 2,180,665

국          2,343,115

균            500,000

도            141,490

군          4,809,154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97,388 76,760 20,628

국              9,012

도             13,006

군             75,370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국비) 8,024 6,400 1,624

국              4,012

도              2,006

군              2,006

201 일반운영비 8,024 6,400 1,624

국              4,012

도              2,006

군              2,006

01  사무관리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400 1,6248,024

 8,024  135가구*59,430원

국              4,012

도              2,006

군              2,006

2009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국비) 10,000 0 10,000

국              5,000

도              2,500

군              2,500

201 일반운영비 10,000 0 10,000

국              5,000

도              2,500

군              2,500

- 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단위:천원)

01  사무관리비

  ○2009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 상황실 설치

  ○2009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 교육교재

  ○2009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 홍보물

  ○2009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 영상기록물

    제적

  ○2009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 참가자 급식

0 10,00010,000

 400  100,000원*4개소

국                200

도                100

군                100

 400  10,000원*40부

국                200

도                100

군                100

 1,000  50,000원*20종

국                500

도                250

군                250

 5,400  5,400,000원*1식

국              2,700

도              1,350

군              1,350

 2,800  7,000원*200명*2회

국              1,400

도                700

군                700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도비) 17,000 16,800 200

도              8,500

군              8,500

201 일반운영비 17,000 16,800 200

도              8,500

군              8,500

01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홍보물제작

  ○인명구조용 보관대 설치

16,800 20017,000

 9,000  2,000원*4,500매

도              4,500

군              4,500

4,000400,000원*10조

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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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단위:천원)

  ○물놀이 표지판 제작

군              2,000

4,000100,000원*40개소

도              2,000

군              2,000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62,364 53,560 8,804

201 일반운영비 35,096 31,900 3,196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이저 프린터 토너(칼라)

    ―재난관련 사진현상 및 인화지 구입

    ―재난관련 CD 및 파일 구입

    ―안전점검의날 홍보현수막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계획서 유인

    ―국가기반체계보호 계획서 유인

    ―국가기반체계보호 매뉴얼 유인

    ―재난관리책임기관 표준메뉴얼 유인

    ―재난안전관리교육 교재 유인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대응통합훈련 상황실 설치 소모품

    ―재난대응통합훈련 교재 유인

    ―재난대응통합훈련 훈련소모품

  ○운영수당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

    ―안전관리 위원회 수당

  ○피복비

31,900 3,19635,096

23,550

2,400200,000원*4대*3회

 1,500  250,000원*2대*3회

 1,150  1,150,000원

 1,000  20,000원*50종

 1,800  50,000원*18개*2회

 2,000  20,000원*100부

 2,000  20,000원*100부

 1,200  12,000원*100부

 1,000  10,000원*100부

 2,000  20,000원*100부

1,500300원*5,000매

 2,000  50,000원*40종

 2,000  20,000원*100부

 2,000  20,000원*100종

4,760

 2,800  70,000원*10명*4회

 1,960  70,000원*14명*2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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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단위:천원)

    ―재난대응통합훈련 안전홍보 모자 구입

    ―재난대응통합훈련 야광조끼

  ○급량비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참석자 급식

    ―재난대응 통합훈련 급식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

 250  5,000원*50개

 600  30,000원*20개

5,936

 2,520  7,000원*30명*12월

 1,400  7,000원*100명*2회

 2,016  7,000원*3명*8회*12월

202 여비 12,960 17,280 △4,320

01  국내여비

  ○재난관리 업무추진(관내)

  ○재난관리 업무추진(관외)

17,280 △4,32012,960

 7,920  20,000원*3명*11일*12월

 5,040  70,000원*3명*3일*8회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방재과 시책업무추진

1,000 01,000

1,0001,000,000원

206 재료비 2,500 600 1,900

01  재료비

  ○재난대응통합 훈련 소화기

  ○재난위험시설 안전휀스

  ○재난대응통합 훈련 연막탄

  ○재난위험시설 안전테이프

600 1,9002,500

1,00050,000원*20개

40020,000원*20세트

 900  30,000원*3종*10개

20010,000원*20종

301 일반보상금 10,808 2,780 8,028

10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통합 훈련 참석자 급식

  ○재난유관기관 네트워크 참가자 급식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급식

  ○재해동원 참가자 급식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실비 보상

2,780 8,02810,808

 700  7,000원*100명

 1,680  7,000원*120명*2회

 1,260  7,000원*10명*18회

 1,680  7,000원*30명*4일*2회

 4,480  7,000원*640명*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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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단위:천원)

  ○물놀이안전사고 점검반 실비보상

 1,008  7,000원*18명*4주*2회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1,130,974 1,112,850 18,124

균            500,000

도            114,078

군            516,896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균특) 833,000 490,000 343,000

균            500,000

도            100,000

군            2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33,000 490,000 343,000

균            500,000

도            100,000

군            233,000

01  시설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오로교)

03  시설부대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오로교)

474,670 353,332828,002

 828,002  828,002,000원

균            500,000

도            100,000

군            228,002

15,330 △10,3324,998

 4,998  4,998,000원

재해예경보시설정비(도비) 29,700 24,750 4,950

도              8,910

군             20,790

201 일반운영비 29,700 24,750 4,950

도              8,910

군             20,790

02  공공운영비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

24,750 4,95029,700

29,70029,700,000원

도              8,910

군             20,790

풍수해보험추진(도비) 10,338 16,000 △5,662

도              5,168

군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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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단위:천원)

307 민간이전 10,338 16,000 △5,662

도              5,168

군              5,170

06  보험금

  ○풍수해 보험사업

16,000 △5,66210,338

10,33810,338,000원

도              5,168

군              5,170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157,936 142,100 15,836

201 일반운영비 73,798 84,650 △10,852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방재교육 교재 유인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 유인

    ―지역방재 계획서 유인

    ―재해예방 홍보물 인쇄

    ―재해예방 홍보 현수막

    ―물가정보지 구입

    ―방재정보지 구입

  ○운영수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수당

    ―자연재난 포스터 심사 수당

  ○급량비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한국방재협회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위성전화기 전화요금

31,450 △10,61220,838

12,060

2,10021,000원*100부

 4,000  40,000원*100부

2,00020,000원*100부

600300원*2,000매

 2,700  50,000원*18읍면*3회

18015,000원*12월

48040,000원*12월

2,170

 1,680  70,000원*3회*8명

 490  70,000원*7명

6,608

 2,688  7,000원*4명*8일*12월

 3,920  7,000원*20명*14일*2식

53,200 △24052,960

12,160

1,0001,000,000원

 2,400  20,000원*10회선*12월

4,32060,000원*6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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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단위:천원)

    ―재해업무 휴대전화 요금

    ―PDA전화요금

    ―수위관측 및 경보시스템 전기요금

    ―수위관측 및 경보시스템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유지비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비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

 1,080  30,000원*3대*12월

96020,000원*4대*12월

 600  10,000원*5개소*12월

 1,800  50,000원*3개소*12월

40,800

 12,000  2,000,000원*6월

 3,600  300,000원*12월

 25,200  2,100,000원*12월

202 여비 7,680 5,160 2,520

01  국내여비

  ○재해대책 업무추진(관외)

  ○방재 업무추진(관내)

5,160 2,5207,680

 5,040  70,000원*4명*3일*6회

 2,640  20,000원*1명*11일*12월

206 재료비 28,600 28,600 0

01  재료비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PP마대) 구입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PE필름) 구입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묶음줄) 구입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안전띠) 구입

  ○위성전화기 밧데리 구입

  ○방재훈련용 연막탄 구입

  ○지진훈련용 연막탄 구입

  ○방재훈련용 소화기 구입

  ○지진훈련용 소화기 구입

28,600 028,600

 15,000  7,500원*2,000매

 4,000  40,000원*100박스

 5,000  5,000원*1,000롤

 2,000  20,000원*100롤

1,800300,000원*6개

15030,000원*5개

15030,000원*5개

25050,000원*5개

25050,000원*5개

301 일반보상금 36,808 13,640 23,168

10  행사실비보상금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

  ○지진훈련 참석자 급식비

12,500 23,16835,668

2,1007,000원*300명

2,1007,000원*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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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단위:천원)

  ○자율방재단 교육비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자율방재단 급식비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자율방재단 출동수당

12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유공자 표창

  ○자연재난 포스터공모 시상품

4,00080,000원*50명

3,50070,000원*50명

2,8007,000원*100명*4회

4,90050,000원*98명

16,26833,200원*98명*5회

1,140 01,140

54030,000원*18명

 600  30,000원*20명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1,050 10,050 1,000

02  민간인재해보상금

  ○자율방재단 단체 보험금

  ○재해동원 급식비

  ○재해동원 유류대(경유)

  ○재해동원 유류대(휘발유)

10,050 1,00011,050

2502,500원*100명

2,8007,000원*400명

3,5001,000원*3,500리터

 4,500  1,000원*4,500리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침수흔적도 기본조사 100,000 440,000 △340,000

207 연구개발비 100,000 440,000 △340,000

01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440,000 △340,000100,000

 100,000  100,000,000원*1식

소하천 정비 6,228,118 3,950,000 2,278,118

국          2,333,059

군          3,895,059

소하천 정비(국비) 4,666,118 1,800,000 2,866,118

국          2,333,059

군          2,333,059

401 시설비및부대비 4,666,118 1,800,000 2,866,118

국          2,333,059

군          2,333,059

01  시설비

  ○단촌 장림천 정비공사

  ○점곡 윤암천 정비공사

1,718,940 2,914,5154,633,455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377,340377,34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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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소하천 정비 (단위:천원)

  ○옥산 샛터천 정비공사

  ○사곡 삼학천 정비공사

  ○가음 직명천 정비공사

  ○금성 나부골천 정비공사

  ○봉양 풍리천 정비공사

  ○비안 못밑천 정비공사

  ○구천 장국천 정비공사

  ○단밀 새동천 정비공사

  ○단북 효제천 정비공사

  ○안계 양곡천 정비공사

  ○신평 검청천 정비공사

  ○안평 석탑천 정비공사

국            190,000

군            187,340

496,500496,500,000원*1식

국            250,000

군            246,500

403,275403,275,000원*1식

국            203,059

군            200,216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  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297,900297,900,000원*1식

국            150,000

군            147,900

377,340377,340,000원*1식

국            190,000

군            187,340

297,900297,9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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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소하천 정비 (단위:천원)

03  시설부대비

  ○단촌 장림천 정비공사

  ○점곡 윤암천 정비공사

  ○옥산 샛터천 정비공사

  ○사곡 삼학천 정비공사

  ○가음 직명천 정비공사

  ○금성 나부골천 정비공사

  ○봉양 풍리천 정비공사

  ○비안 못밑천 정비공사

  ○구천 장국천 정비공사

  ○단밀 새동천 정비공사

  ○단북 효제천 정비공사

  ○안계 양곡천 정비공사

  ○신평 검청천 정비공사

  ○안평 석탑천 정비공사

국            150,000

군            147,900

81,060 △48,39732,663

2,100300,000,000원*0.7%

2,660380,000,000원*0.7%

3,500500,000,000원*0.7%

2,843406,118,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  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2,660380,000,000원*0.7%

2,100300,000,000원*0.7%

소하천 유지 672,000 2,150,000 △1,47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2,000 2,150,000 △1,478,000

01  시설비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수해피해 응급복구

  ○의성 철파천(업동) 보수공사

  ○단촌 신적천 보수공사

  ○단촌 후평 소하천 정비공사

  ○점곡 동변천 보수공사

  ○금성 명덕1리 소하천 석축공사

03  시설부대비

  ○수해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1,866,620 △1,376,820489,800

122,000610km*200,000원

140,000140,000,000원

 39,600  39,600,000원*1식

29,70029,700,000원*1식

 99,100  99,100,000원*1식

29,70029,7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83,380 △101,180182,200

 180,000  10,000,000원*18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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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소하천 정비 (단위:천원)

  ○의성 철파천(업동) 보수공사

  ○단촌 신적천 보수공사

  ○단촌 후평 소하천 정비

  ○점곡 동변천 보수공사

  ○금성 명덕1리 소하천 석축공사

 400  40,000,000원*1%

30030,000,000원*1%

 900  100,000,000원*0.9%

300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890,000 0 8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90,000 0 890,000

01  시설비

  ○의성 아사천 정비공사

  ○다인 세내천 정비공사

03  시설부대비

  ○의성 아사천 정비공사

  ○다인 세내천 정비공사

0 884,360884,360

586,460586,460,000원*1식

297,900297,900,000원*1식

0 5,6405,640

3,540590,000,000원*0.6%

2,100300,000,000원*0.7%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337,279 473,484 △136,205

국              1,044

도             14,406

군            321,829

민방위교육훈련지원(국비) 3,479 3,038 441

국              1,044

도                730

군              1,705

301 일반보상금 3,479 2,390 1,089

국              1,044

도                730

군              1,705

10  행사실비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390 1,0893,479

800200,000원*4명

국                240

도                168

군                392

1,20010,000원*120명

국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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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단위:천원)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도                252

군                588

1,479246,500원*6회

국                444

도                310

군                725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도비) 3,050 3,050 0

도                920

군              2,130

201 일반운영비 3,050 3,050 0

도                920

군              2,130

01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050 03,050

 3,050  100,000원*30.5시간

도                920

군              2,130

예비군육성지원 경상 보조(도비) 63,780 63,780 0

도             12,756

군             51,024

308 자치단체등이전 63,780 63,780 0

도             12,756

군             51,024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향방작전 물자구입

63,780 063,780

 63,780  63,780,000원*1식

도             12,756

군             51,024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 246,690 208,416 38,274

201 일반운영비 57,936 46,630 11,306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레이저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칼라,흑백)

    ―민방위교육훈련용 사진현상 및 인화료

38,390 7,50645,896

32,890

2,000200,000원*2대*5회

 1,200  60,000원*2종*10회

 1,000  250원*4,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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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단위:천원)

    ―민방위대 편성 명부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소모품

    ―민방위대 교육훈련 통지서 및 참석증

    ―민방위대 교육훈련 현수막

    ―민방위대 창설기념 현수막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장 설치

    ―민방위대 및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민방위계획 유인

    ―전시민방위계획 유인

    ―인력동원계획 유인

    ―의용소방대 검열 교재

    ―을지연습 세부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 소모품

    ―을지연습 전산 소모품

    ―을지연습 현수막 및 홍보물

    ―비상대비시설 표지판 및 현황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주민신고 모의훈련 현수막

    ―군청직장예비군 운영비

  ○운영수당

    ―민방위 포스터 심사 수당

  ○피복비

    ―민방위복 구입

  ○급량비

35050원*7,000매

 800  4,000원*200부

 2,000  200,000원*10회

 3,360  240원*7,000부*2회

 1,000  50,000원*4종*5회

 1,000  50,000원*20개

 500  50,000원*10종

 4,000  2,000원*1,000부*2회

2,50050,000원*50부

1,60040,000원*40부

2,50050,000원*50부

48020,000원*24개대

 1,000  20,000원*50부

 1,000  25,000원*40종

60020,000원*30종

 1,000  50,000원*20종

 1,400  200,000원*7개

 1,600  20,000원*20개*4회

 1,000  50,000원*20개

 1,000  1,000,000원*1개대

840

 840  70,000원*4명*3개부문

1,750

1,75035,000원*50벌

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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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단위:천원)

    ―을지연습근무자 급식

    ―민방위업무 추진 급식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공경보단말기 회선료

    ―무선경보망 정기검사 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비

 8,400  7,000원*120명*5일*2식

 2,016  7,000원*3명*8회*12월

8,240 3,80012,040

3,840

96080,000원*12월

 720  60,000원*12회

 2,160  90,000원*12개소*2월

8,200

4,200600,000원*7개

 4,000  2,000,000원*2개소

202 여비 12,960 12,960 0

01  국내여비

  ○민방위 업무추진(관내)

  ○민방위 업무추진(관외)

12,960 012,960

 7,920  20,000원*3명*11일*12월

 5,040  70,000원*3명*3일*8회

206 재료비 7,260 6,440 820

01  재료비

  ○민방위 가로기 구입

  ○민방위기 구입

  ○응급처치세트외 3종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6,440 8207,260

1,0005,000원*200개

500500,000원*1개

5,04070,000원*4종*18점

72030,000원*2종*12회

301 일반보상금 80,404 109,486 △29,082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봉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교통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제복등)

10  행사실비보상금

99,696 △33,23266,464

 21,264  88,600원*20명*12월

 24,000  100,000원*20명*12월

 19,200  80,000원*20명*12월

 2,000  100,000원*20명

6,600 △1,20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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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단위:천원)

  ○지역직장민방위대 중앙교육 여비

  ○화생방분대원 중앙교육 여비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

  ○중점확인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12  기타보상금

  ○민방위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원 동원 실비 보상

 1,000  200,000원*5명

 600  200,000원*3명

600600,000원

1,2001,200,000원

 1,000  1,000,000원

 1,000  1,000,000원

3,190 5,3508,540

 1,500  30,000원*50명

 600  30,000원*20명

1,20060,000원*20명

24060,000원*4명

 5,000  50,000원*100명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8,000 4,000 4,000

02  민간인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민방위대원 동원 재해 보상금

4,000 4,0008,000

4,0004,000,000원

4,0004,000,000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6,630 14,800 1,830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중대 운영비(기타중대)

  ○직계훈련 예비군 급식

14,800 1,83016,630

 16,000  1,000,000원*16개

6307,000원*45명*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개선

0 50,00050,000

50,00010,000,000원*5개소

405 자산취득비 13,500 14,100 △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교육용소화훈련장치(시뮬레이션

    타켓, 소화기 등)

  ○지휘용앰프

  ○로프총세트

14,100 △60013,500

 4,000  400,000원*10세트

6,5001,300,000원*5대

3,0001,000,000원*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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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 및 재난 예방(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단위: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단위:천원)

의용소방대 운영 20,280 180,200 △159,920

201 일반운영비 9,480 73,900 △64,42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의용소방대 신문잡지 구입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감사패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화환 등

73,900 △64,4209,480

9,480

 4,800  20,000원*20개대*12월

 2,880  80,000원*3종*12개면

 1,800  50,000원*3종*12개면

301 일반보상금 5,800 104,300 △98,500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원 자매결연행사 지원경비

12  기타보상금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34,000 △30,0004,000

 4,000  40,000원*100명

1,800 01,800

1,80060,000원*30명

307 민간이전 5,000 0 5,000

02  민간경상보조

  ○금성 실버(노인) 순찰대 지원

0 5,0005,000

 5,000  5,000,000원*1식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국토및지역개발/수자
원)

1,531,856 1,571,040 △39,184

균            450,000

도            180,000

군            901,856

하천정비사업 1,450,000 1,500,000 △50,000

균            450,000

도            180,000

군            820,000

하도준설 사업(균특) 750,000 700,000 50,000

균            450,000

도            180,000

군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0 700,000 50,000

균            450,000

도            180,000

군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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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정비사업 (단위:천원)

01  시설비

  ○하도준설사업

03  시설부대비

  ○하도준설사업

696,500 49,000745,500

745,500745,500,000원

균            450,000

도            180,000

군            115,500

3,500 1,0004,500

4,500750,000,000원 * 0.6%

하천 유지관리 700,000 8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800,000 △100,000

01  시설비

  ○지방(1,2급)하천관리유지비(L=270km)

  ○단촌 망율제 정비(L=100m)

  ○점곡 동변제 정비(L=100m)

  ○옥산 입암제 보수(L=200m)

  ○옥산 정자제 보수(L=200m)

03  시설부대비

  ○단촌 망율제 정비(L=100m)

  ○점곡 동변제 정비(L=100m)

  ○옥산 입암제 보수(L=200m)

  ○옥산 정자제 보수(L=200m)

786,660 △90,160696,500

 200,000  200,000,000원*1식

 198,600  198,600,000원*1식

 99,300  99,300,000원*1식

 99,300  99,300,000원*1식

 99,300  99,300,000원*1식

13,340 △9,8403,500

 1,400  200,000,000원*0.7%

 700  100,000,000원*0.7%

 700  100,000,000원*0.7%

 700  100,000,000원*0.7%

하천 및 수자원 관리 81,856 71,040 10,816

하천시설물 및 지하수 관리 81,856 71,040 10,816

101 인건비 4,600 4,600 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배수문관리 주민인건비

4,600 04,600

4,60050,000원*92명

201 일반운영비 38,126 37,310 816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칼라프린트 토너

12,910 81613,726

11,710

1,360340,000원*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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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단위:천원)

    ―프린트 토너

    ―잉크(칼라,흑백)

    ―칼라프린트 장비유지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지하수관련 서식유인

    ―하천내 위험표지판 제작 및 보수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구입

  ○급량비

    ―하천관리업무 근무자 급식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전동수문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전동수문)

    ―시설장비유지비(전산장비)

800200,000원*4종

75050,000원*3종*5회

1,0001,000,000원*1식

1,260252,000원*5종

 300  3,000원*100개

2,0002,000원*2종*500부

 4,000  200,000원*20지구

 240  20,000원*12권

2,016

 2,016  7,000원*3명*8회*12월

24,400 024,400

5,400

5,40050,000원*9개소*12월

19,000

 18,000  2,000,000원*9개소

 1,000  200,000원*5종

202 여비 4,530 4,530 0

01  국내여비

  ○하천관리 업무추진(관외)

  ○하천관리 업무추진(관내)

4,530 04,530

 1,890  70,000원*3명*3일*3회

 2,640  20,000원*1명*11일*12월

206 재료비 4,600 4,600 0

01  재료비

  ○수문 도색페인트, 핀자크스핀구리스 구입

    및 정비

4,600 04,600

 4,600  50,000원*92련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1  시설비

  ○지하수 폐공 처리비

0 10,00010,000

10,0002,000,000원*5개소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20,000 0

01  민간자본보조 20,000 020,000

- 1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단위: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단위:천원)

  ○배수문 정비(32개소) 20,000625,000원*32개소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13,789,270 12,502,560 1,286,710

균          4,306,000

도            999,342

군          8,483,928

조화로운 균형개발 9,157,142 8,413,000 744,142

균          4,306,000

도            899,342

군          3,951,800

오지종합개발사업(균특) 5,437,142 5,143,000 294,142

균          3,806,000

도            489,342

군          1,141,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437,142 5,143,000 294,142

균          3,806,000

도            489,342

군          1,141,800

01  시설비

  ○오지종합개발

03  시설부대비

  ○오지종합개발

5,107,285 302,6715,409,956

5,409,9565,409,956,000원

균          3,806,000

도            489,342

군          1,114,614

35,715 △8,52927,186

27,1865,437,142,000원*0.5%

소도읍육성사업(균특) 3,500,000 3,050,000 450,000

균            500,000

도            300,000

군          2,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 3,050,000 450,000

균            500,000

도            300,000

군          2,700,000

01  시설비

  ○마늘테마파크조성사업

3,034,750 447,7503,482,500

3,482,5003,482,500,000원

균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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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조화로운 균형개발 (단위:천원)

03  시설부대비

  ○마늘테마파크조성사업

도            300,000

군          2,682,500

15,250 2,25017,500

 17,500  3,500,000,000원*0.5%

새마을주민숙원 사업(도비) 220,000 220,000 0

도            110,000

군            1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220,000 0

도            110,000

군            110,000

01  시설비

  ○의성 상리2리 도수로설치

  ○점곡 송내리 도수로 설치(L=300m)

  ○가음 사미들 배수로 설치(L=300m)

  ○금성 명덕2리 신덕보 배수로 설치(L=300m

    )

  ○구천 조성리 농로포장(L=100m)

  ○단밀 낙정1리 농로포장(L=300m)

  ○단밀 낙정2리 농로포장(L=300m)

217,800 0217,800

 19,800  19,800,000원*1식

도             10,000

군              9,800

 29,700  29,700,000원*1식

도             15,000

군             14,700

 29,700  29,700,000원*1식

도             15,000

군             14,700

 29,700  29,700,000원*1식

도             15,000

군             14,700

 9,900  9,900,000원*1식

도              5,000

군              4,900

 29,700  29,700,000원*1식

도             15,000

군             14,700

 29,700  29,700,000원*1식

도             15,000

군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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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조화로운 균형개발 (단위:천원)

  ○다인 삼분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L

    =400m)

03  시설부대비

  ○의성 상리2리 도수로설치

  ○점곡 송내리 도수로 설치(L=300m)

  ○가음 사미들 배수로 설치(L=300m)

  ○금성 명덕2리 신덕보 배수로 설치(L=300m

    )

  ○구천 조성리 농로포장(L=100m)

  ○단밀 낙정1리 농로포장(L=300m)

  ○단밀 낙정2리 농로포장(L=300m)

  ○다인 삼분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L

    =400m)

 39,600  39,600,000원*1식

도             20,000

군             19,600

2,200 02,200

20020,000,000원*1%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100  10,000,000원*1%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400  40,000,000원*1%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263,440 283,440 △20,000

도            100,000

군            163,440

소공원조성(도비) 200,000 200,000 0

도            100,000

군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도            100,000

군            100,000

01  시설비

  ○소공원 조성

03  시설부대비

  ○소공원 조성

198,600 0198,600

198,600198,600,000원

도            100,000

군             98,600

1,400 01,400

1,400200,000,000원*0.7%

국토공원화 사업 63,440 63,440 0

101 인건비 29,240 29,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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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단위:천원)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길 및 가로화단 꽃묘식재인부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

  ○낙석휀스뒤 잡목 및 잡초제거

  ○수목 및 잔디 약제살포 인부

  ○가로화단 월동준비 및 시비

  ○도로변 소공원 잔디.조경수목식재

  ○의성CI모형 조성지 관리

29,240 029,240

 6,120  34,000원*9명*20일

 6,120  34,000원*3명*20일*3회

 1,700  34,000원*5명*10일

 3,400  34,000원*5명*10일*2회

 3,400  34,000원*5명*20일

 5,100  34,000원*10명*3일*5개소

 3,400  34,000원*5명*20일

201 일반운영비 600 600 0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의성CI모형 전기요금

600 0600

600

60050,000원*12월

202 여비 7,800 7,800 0

01  국내여비

  ○지역개발업무추진(관외)

  ○지역개발업무추진(관내)

7,800 07,800

 2,520  70,000원*4명*3일*3회

 5,280  20,000원*2명*11일*12월

206 재료비 25,800 25,800 0

01  재료비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다년생 초화류)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야생화 구입)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덩굴장미 구입)

  ○국도변 소공원 조경수목

  ○소공원 및 화단 성토용 마사토구입

  ○국도변 소공원 관리(약제 구입)

  ○국도변 소공원 관리(비료 구입)

25,800 025,800

 6,000  2,000원*3,000본

 4,500  1,500원*3,000본

 3,000  1,500원*2,000본

7,500150,000원*50본

 3,000  10,000원*300㎡

 600  10,000원*60병

 1,200  4,000원*300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368,688 3,806,120 56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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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823,688 822,920 768

201 일반운영비 2,688 1,920 768

01  사무관리비

  ○지역개발사업 추진 급식

1,920 7682,688

 2,688  7,000원*4명*8일*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21,000 821,000 0

01  시설비

  ○지역주민 숙원사업

  ○농로분할측량

  ○농로이전등기

800,000 21,000821,000

800,000800,000,000원

12,000250,000원*48필

9,000100,000원*90필

지역주민 편익사업 1,120,000 1,000,000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20,000 1,000,000 120,000

01  시설비

  ○지역주민 편익사업

  ○안계 용기5리 수도산 옹벽설치 공사

  ○다인 서릉리(교회앞) 주차장 설치

  ○의성 중리3리 쉼터 정비공사

03  시설부대비

  ○안계 용기5리 수도산 옹벽설치 공사

  ○다인 서릉리(교회앞) 주차장 설치

  ○의성 중리3리 쉼터 정비공사

1,000,000 118,8001,118,800

1,000,00050,000,000원*20개소

 29,700  29,7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39,600  39,600,000원*1식

0 1,2001,200

 300  30,000,000원*1%

 500  50,000,000원*1%

 400  40,000,000원*1%

농로포장 사업 1,855,000 1,630,200 224,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55,000 1,630,200 224,800

01  시설비

  ○의성 도동4리 앞산 농로포장(L=150m)

  ○의성 치선1리 대화사 농로포장(L=100m)

  ○의성 업1리 물곡 농로포장(L=1,000m)

  ○의성 용연1리 진입로 포장(L=500m)

1,618,250 222,1301,840,380

 10,000  10,0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59,460  59,46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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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단촌 병방리 수랑지 진입로포장(L=300m)

  ○단촌 세촌리 망진들 농로포장(L=200m)

  ○단촌 후평리 농로포장(L=800m)

  ○점곡 윤암1리 농로포장(L=300m)

  ○점곡 황용리 농로포장(L=400m)

  ○옥산 입암3리 농로포장(L=300m)

  ○옥산 감계1리 먹적골 농로포장(L=300m)

  ○옥산 전흥2리 앞산들 농로포장(L=300m)

  ○사곡 화전1리 간지곡 농로포장(L=120m)

  ○사곡 신리리 연곡 농로포장(L=250m)

  ○사곡 토현리 우곡 농로포장(L=250m)

  ○사곡 오상2리 토현들 농로포장(L=120m)

  ○춘산 옥정1리 시장부지토지보상(A=648㎡)

  ○춘산 금오1리 리각골 농로포장(L=200m)

  ○춘산 신흥2리 언지골 농로포장(L=250m)

  ○춘산 신흥2리 농로포장(L=200m)

  ○가음 귀천1리 장남들 농로포장(L=300m)

  ○가음 장1리 관곡들 농로포장(L=150m)

  ○가음 장1리 농로포장(L=500m)

  ○가음 장3리 농로포장(L=150m)

  ○가음 귀천~청로3리 연결도로(L=500m)

  ○금성 학미2리 마을 안길포장(L=120m)

  ○금성 제오1리 소문곡들 농로포장(L=300m)

 29,700  29,7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79,280  79,28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4,750  24,75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24,750  24,75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99,100  99,1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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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금성 청로3리~귀천리 연결도로(L=500m)

  ○봉양 길천2리 천동양수장 농로포장(L=300

    m)

  ○비안 이두1리 농로포장(L=200m)

  ○비안 옥연2리 안길포장(L=100m)

  ○비안 쌍계리(지초) 농로포장(L=1.0Km)

  ○비안 외곡리 농로포장(L=250m)

  ○비안 용남리 농로포장(L=500m)

  ○구천 미천2리 농로포장(L=200m)

  ○구천 소호1리 농로포장(L=200m)

  ○구천 소호4리 농로포장(L=100m)

  ○구천 내산1리 농로포장(L=100m)

  ○단밀 생송1리 농로포장(L=300m)

  ○단밀 위중1리 심보골 농로포장(L=200m)

  ○단밀 낙정리 농로포장(L=200m)

  ○단북 연제1리 농로포장(L=260m)

  ○단북 연제3리 안길포장(L=260m)

  ○단북 이연리 농로포장(L=260m)

  ○단북 신하들 농로포장(L=500m)

  ○안계 도덕2리 농로포장(L=300m)

  ○안계 봉양2리 농로포장(L=290m)

  ○안계 안정2리 대지들 농로포장(L=450m)

  ○안계 위양2리 농로포장(L=200m)

 49,500  49,5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24,750  24,75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89,190  89,19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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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안계 안정1리 농로포장(L=200m)

  ○다인 양서1리 안길포장(L=100m)

  ○다인 양서2리 농로포장(L=500m)

  ○다인 삼분4리 새터 안길포장(L=200m)

  ○다인 산내리 사갑 농로포장(L=300m)

  ○다인 송호1리 농로포장(L=300m)

  ○다인 신락2리 농로포장(L=500m)

  ○다인 덕미2리(음지곤대) 농로포장(L=300m

    )

  ○다인 달제3리(모창) 농로포장(L=1,000m)

  ○신평 중율리 구망들 농로포장(L=200m)

  ○신평 검곡리 방등골 농로포장(L=200m)

  ○신평 교안리 시정골 농로포장(L=200m)

  ○신평 용봉리 가락골 농로포장(L=200m)

  ○안평 대사1리 절골들 농로포장(L=300m)

  ○안평 창길2리 포동 농로포장(L=250m)

  ○안평 대사2리 양지 안길포장(L=180m)

  ○안평 신안리 농로포장(L=250m)

  ○안평 기도1리 농로확포장(L=250m)

  ○안사 쌍호2리 농로포장(L=100m)

  ○안사 쌍호1리 농로포장(L=150m)

  ○안사 월소1리 농로포장(L=100m)

  ○안사 신수리 농로포장(L=150m)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24,750  24,75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24,750  24,75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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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안사 월소2리(감자터) 농로포장(L=200m)

03  시설부대비

  ○의성 업1리 물곡 농로포장(L=1,000m)

  ○의성 용연1리 진입로 포장(L=500m)

  ○단촌 병방리 수랑지 진입로포장(L=300m)

  ○단촌 세촌리 망진들 농로포장(L=200m)

  ○단촌 후평리 농로포장(L=800m)

  ○점곡 윤암1리 농로포장(L=300m)

  ○점곡 황용리 농로포장(L=400m)

  ○옥산 입암3리 농로포장(L=300m)

  ○옥산 감계1리 먹적골 농로포장(L=300m)

  ○옥산 전흥2리 앞산들 농로포장(L=300m)

  ○사곡 신리리 연곡 농로포장(L=250m)

  ○사곡 토현리 우곡 농로포장(L=250m)

  ○춘산 신흥2리 농로포장(L=200m)

  ○가음 귀천1리 장남들 농로포장(L=300m)

  ○가음 장1리 농로포장(L=500m)

  ○가음 귀천~청로3리 연결도로(L=500m)

  ○금성 제오1리 소문곡들 농로포장(L=300m)

  ○금성 청로3리~귀천리 연결도로(L=500m)

  ○봉양 길천2리 천동양수장 농로포장(L=300

    m)

  ○비안 이두1리 농로포장(L=200m)

  ○비안 쌍계리(지초) 농로포장(L=1.0Km)

 19,800  19,800,000원*1식

11,950 2,67014,620

 540  60,000,000원*0.9%

 500  50,000,000원*1%

 300  30,000,000원*1%

 200  20,000,000원*1%

 720  80,000,000원*0.9%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300  30,000,000원*1%

 250  25,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50  25,000,000원*1%

 200  20,000,000원*1%

 900  100,000,000원*0.9%

 500  50,000,000원*1%

 200  20,000,000원*1%

 500  50,000,000원*1%

 300  30,000,000원*1%

 250  25,000,000원*1%

 810  90,000,000원*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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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비안 외곡리 농로포장(L=250m)

  ○비안 용남리 농로포장(L=500m)

  ○구천 미천2리 농로포장(L=200m)

  ○구천 소호1리 농로포장(L=200m)

  ○단밀 생송1리 농로포장(L=300m)

  ○단북 연제1리 농로포장(L=260m)

  ○단북 연제3리 안길포장(L=260m)

  ○단북 이연리 농로포장(L=260m)

  ○단북 신하들 농로포장(L=500m)

  ○안계 도덕2리 농로포장(L=300m)

  ○안계 봉양2리 농로포장(L=290m)

  ○안계 안정2리 대지들 농로포장(L=450m)

  ○다인 양서2리 농로포장(L=500m)

  ○다인 산내리 사갑 농로포장(L=300m)

  ○다인 송호1리 농로포장(L=300m)

  ○다인 신락2리 농로포장(L=500m)

  ○다인 덕미2리(음지곤대) 농로포장(L=300m

    )

  ○다인 달제3리(모창) 농로포장(L=1,000m)

  ○안평 대사1리 절골들 농로포장(L=300m)

  ○안평 창길2리 포동 농로포장(L=250m)

  ○안평 신안리 농로포장(L=250m)

  ○안평 기도1리 농로확포장(L=250m)

 300  30,000,000원*1%

 500  5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200  20,000,000원*1%

 500  50,000,000원*1%

 300  30,000,000원*1%

 200  20,000,000원*1%

 300  30,000,000원*1%

 500  50,000,000원*1%

 300  30,000,000원*1%

 200  20,000,000원*1%

 500  50,000,000원*1%

 200  20,000,000원*1%

 500  50,000,000원*1%

 250  25,000,000원*1%

 200  20,000,000원*1%

 250  25,000,000원*1%

 200  20,000,0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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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안사 월소2리(감자터) 농로포장(L=200m)

 200  20,000,000원*1%

소교량 사업 410,000 13,000 39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0,000 13,000 397,000

01  시설비

  ○의성 후죽3리 도토골 암거설치(L=4m)

  ○의성 철파리 소교량 설치

  ○옥산 입암2리 소교량 설치

  ○사곡 공정2리 소교량 보수(L=5m)

  ○금성 하리 소교량 설치

  ○봉양 문흥2리 호상 소교량 설치

  ○비안 외곡리 소교량 설치

03  시설부대비

  ○의성 후죽3리 도토골 암거설치(L=4m)

  ○의성 철파리 소교량 설치

  ○옥산 입암2리 소교량 설치

  ○금성 하리 소교량 설치

  ○봉양 문흥2리 호상 소교량 설치

  ○비안 외곡리 소교량 설치

13,000 393,280406,280

 19,800  19,8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99,100  99,100,000원*1식

 10,000  10,000,000원*1식

99,10099,100,000원*1식

 49,500  49,500,000원*1식

 79,280  79,280,000원*1식

0 3,7203,720

 200  20,000,000원*1%

50050,000,000원*1%

 900  100,000,000원*0.9%

 900  100,000,000원*0.9%

 500  50,000,000원*1%

 720  80,000,000원*0.9%

수리시설 설치 160,000 295,000 △13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295,000 △135,000

01  시설비

  ○점곡 황룡리 세천정비(L=50m)

  ○가음 장2리(반두곡) 배수로설치(L=200m)

  ○금성 학미4리 배수로정비(L=150m)

  ○금성 하1리(직가골) 구거정비(L=200m)

292,750 △133,900158,850

 10,000  10,00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29,700  29,7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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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지역균형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봉양 문흥1리 하문흥 배수로설치(L=100m)

  ○단밀 속암1리 배수로정비(L=240m)

  ○안평 신안3리 구봉지 배수로정비(L=400m)

03  시설부대비

  ○금성 학미4리 배수로정비(L=150m)

  ○금성 하1리(직가골) 구거정비(L=200m)

  ○봉양 문흥1리 하문흥 배수로설치(L=100m)

  ○안평 신안3리 구봉지 배수로정비(L=400m

 49,550  49,550,000원*1식

 15,000  15,000,000원*1식

 19,800  19,800,000원*1식

2,250 △1,1001,150

 200  20,000,000원*1%

 300  30,000,000원*1%

 450  50,000,000원*0.9%

 200  20,000,000원*1%

행정운영경비(재난방재과)(기타/기타) 24,128 23,828 300

인력운영비 4,200 3,000 1,200

인력운영비 4,200 3,000 1,200

203 업무추진비 4,200 3,000 1,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1,2004,200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 19,928 20,828 △900

기본경비 19,928 20,828 △900

201 일반운영비 13,208 12,008 1,200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디지털복사기 토너

    ―프린트토너

    ―팩스토너

    ―신문 및 잡지구독

    ―생수구입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량비(산불,재해)

02  공공운영비

11,040 1,20012,240

8,880

48030,000원*16명

2,88020,000원*12박스*12월

84070,000원*2대*6회

1,200200,000원*2대*3회

1,320110,000원*2대*6회

1,56013,000원*10종*12월

6005,000원*10통*12월

3,360

 3,360  7,000원*16명*30일

968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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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재난방재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재난방재과)(기타/기타)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디지털복사기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유선방송 수신료

800

800400,000원*1대*2회

168

16814,000원*12월

202 여비 6,720 8,820 △2,100

01  국내여비

  ○재난방재 종합업무추진여비

8,820 △2,1006,720

 6,720  70,000원*16명*2일*3회

재무활동(재난방재과)(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321,000 311,000 10,000

내부거래지출 321,000 311,000 10,000

내부거래지출 321,000 311,000 10,000

701 기타회계전출금 200,000 200,000 0

01  기타회계전출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000 0200,000

200,000200,000,000원

702 기금전출금 121,000 111,000 10,000

01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1,000 10,000121,000

 121,000  12,100,000,000원*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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