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설과

정책: 쾌적한생활여건조성

단위: 주민생활 편익제공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건설과 34,831,431 23,048,867 11,782,564

균 173,000

도 3,466,517

군 31,191,914

쾌적한생활여건조성 1,220,001 1,154,863 65,138

도 5,100

군 1,214,901

주민생활 편익제공 1,149,321 1,093,183 56,138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 1,149,321 1,093,183 56,138

201 일반운영비 327,024 327,024 0

02 공공운영비 327,024 327,024 0

◎공공요금 및 제세 307,224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302,760

○가로등 서버 통신요금 4,464

◎시설장비유지비 19,800

○가로등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19,800

372,000원*12월

1,65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22,297 766,159 56,138

01 시설비 822,297 766,159 56,138

◎고성읍 외우산마을 보안등 설치사업 20,000

◎농어촌보안등설치 300,000

◎노후가로등교체 67,500

○노후가로등교체 52,500

○노후가로등기구 교체 15,000

◎가로등설비 안전진단 14,999

◎가로등·보안등 표찰 정비

70,000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349,798

1,000,000원*300등

1,500,000원*35등

500,000원*30등

9,090원*1,650등

10,000원*7,000개소

36,701원*9,531등

지하수관리 62,680 51,680 11,000

도 5,100

군 57,580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17,680 6,680 11,000

201 일반운영비 5,680 6,680 △1,000

01 사무관리비 2,000 3,000 △1,000

◎지하수 수질조사 및 관리 2,000

02 공공운영비 3,680 3,680 0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

1,380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300

5,000원*23개소*12월

100,000원*23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 0 12,000



부서: 건설과

정책: 쾌적한생활여건조성

단위: 지하수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2,000 0 12,000

◎지하수보조관측망 시스템 통합재구축

12,0003,000,000원*4개소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보조) 20,000 20,000 0

도 5,100

군 14,9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도 5,100

군 14,900

01 시설비 20,000 20,000 0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20,000

도 5,100

군 14,900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자체) 25,000 25,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 25,000 0

01 시설비 25,000 25,000 0

◎방치공 원상복구(자체) 및 영향조사

25,0002,500,000원*10개소

국유재산 관리 8,000 10,000 △2,000

국유재산 관리 8,000 10,000 △2,000

201 일반운영비 8,000 10,000 △2,000

01 사무관리비 8,000 10,000 △2,000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등 8,000

도로건설 15,028,196 8,394,939 6,633,257

균 173,000

도 456,417

군 14,398,779

도로유지관리 8,756,196 4,433,939 4,322,257

도 456,417

군 8,299,779

도로유지 관리 77,295 77,458 △163

201 일반운영비 30,195 38,358 △8,163

01 사무관리비 15,580 17,800 △2,220

◎일반수용비 14,460

○도로보수용 작업도구 구입 5,000

○도로안전입간판 및 안전용품 구입 4,000

○도로보수원 근무복 구입 3,900

○도로보수원 비상근무 식비

1,560

◎운영수당 1,120

300,000원*13명

8,000원*13명*15식

70,000원*4명*4회

02 공공운영비 14,615 20,558 △5,943

◎연료비 8,355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취기,커트기,발전기(휘발유) 6,600

○진동롤러(경유) 1,755

◎시설장비 유지비 4,700

○동력 예취기 수리 750

○커트기 수리 250

○제설장비 수리 3,500

○진동롤러 및 콤팩트 수리 200

◎공공요금및제세 1,560

○도로보수원 사무실 상수도요금

360

○도로보수원 사무실 전기요금

1,200

1,300원*1대*45ℓ *30일

150,000원*5대

250,000원*1회

3,500,000원*1대

200,000원*1회

30,000원*12월

100,000원*12월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도로관리 업무추진 1,00020,000원*5명*10회

206 재료비 42,500 34,500 8,000

01 재료비 42,500 34,500 8,000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42,500

○예취기 커트날 구입 2,500

○제설자재(염화칼슘,모래) 구입

18,000

○포장자재(록하트,아스콘) 구입

18,000

○도로용페인트(방지턱,방호난간용) 구입

4,000

5,000원*500개

9,000,000원*2종

9,000,000원*2종

80,000원*50통

405 자산취득비 3,600 3,6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 3,600 0

◎도로보수원 사무실 비품 및 공구 구입 3,600

○예취기 구입 3,600600,000원*6대

미협의용지보상 400,000 3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300,000 100,000

01 시설비 400,000 300,000 100,000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고성매수,배

골 거류 신용, 개천 봉치, 동해 외곡 등) 400,000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5,102,000 2,526,000 2,57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102,000 2,526,000 2,576,000

01 시설비 5,094,000 2,520,000 2,574,000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2,734,000

○고성 서외1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고성 교동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고성 동외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고성 선동마을 안길정비사업 3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고성 정동(장자골)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고성 이곡마을 안길 우수관 설치사업 20,000

○고성 동외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고성 이곡마을 배수로정비사업 35,000

○삼산 판곡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삼산 해명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삼산 덕산마을 안길정비사업 35,000

○삼산 병산마을 안길확포장공사 50,000

○삼산 판곡마을 내 도로변 추락방지시설 설

치공사 20,000

○삼산 대포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하일 평촌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하일 동화마을 안길정비사업 28,000

○하일 임포지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25,000

○하일 학동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25,000

○하일 화룡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하이 월흥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하이 신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5,000

○하이 정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40,000

○하이 덕명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하이 사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000

○하이 남산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하이 사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35,000

○하이 두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상리 무선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상리 구미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상리 동산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상리 자은마을 안길정비사업 37,000

○상리 상리305호 사면보강공사 33,000

○대가 평동지구 안길정비사업 30,000

○대가 유흥지구 안길정비사업 40,000

○대가 암전지구 안길정비사업 40,000

○대가 세동지구 안길정비사업 25,000

○영현 연화1마을 안길정비사업 60,000

○영현 추계마을 안길정비사업 22,000

○영현 영현101호 절토사면 정비공사 30,000

○영현 영현201호 침점1구~계승사간 개보수공

사 34,000

○영현 법촌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영현 평촌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0,000

○영오 오서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영오 오동마을 도로측구 정비사업 20,000

○영오 악양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5,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영오 금산마을 안길 유지관리사업 20,000

○영오 오서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및 공동우

물 개보수 20,000

○영오 옥동마을 안길 및 주차장 유지관리사

업 20,000

○개천 북평마을안길 도로법면 보수사업 25,000

○개천 수동마을안길 유지관리사업 20,000

○개천 월곡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5,000

○개천 좌이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개천 하명마을안길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00

○개천 차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000

○개천 용안마을 도로측구 설치 및 굴곡부 직

선화사업 45,000

○구만 와룡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구만 광덕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구만 저연지구 도로 정비사업(구만201호) 30,000

○구만 구만202호 도로정비사업 40,000

○구만 주민밀집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000

○회화 가례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회화 금봉촌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회화 산북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회화 월계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회화 안의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회화 신천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마암 감동마을 안길확포장공사 50,000

○마암 신지마을 안길정비사업 25,000

○마암 곤기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마암 법진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마암 위계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0

○동해 매정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동해 동림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동해 전도지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30,000

○동해 장기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동해 내신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동해 정북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동해 입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000

○동해 정북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40,000

○거류 용동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거류 신당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거류 정촌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0

○거류 상원마을 안길정비사업 40,000

○거류 당동마을 안길정비사업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타도로 토지보상비(큰외골, 연동, 구암, 무

선, 방화골, 봉화골, 대피소 등) 500,000

◎하이 봉화골마을2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50,000

◎하일 대구막마을2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000

◎영오 양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00

◎고성 기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00

◎마암 국도14호선 휴게소 화장실 설치 200,000

◎동해 동림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200,000

◎회화 자소마을 안길 정비공사 100,000

◎동해 북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20,000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대피소 설치(개

천 좌이, 회화 석전, 동해 외곡 등) 350,000

03 시설부대비 8,000 6,000 2,000

◎시설부대비 8,000

마을안길유지관리 550,000 400,00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400,000 150,000

01 시설비 550,000 400,000 150,000

◎마을안길유지관리 550,000

○회화 마구뜰 도로 재포장공사(L=1.0km) 170,000

○동해 좌부천 도로 재포장공사(L=0.6km) 90,000

○대가 갈천 도로 재포장공사(L=0.6km) 90,000

○마암 삼락 도로 외 차선도색공사(L=20km) 100,000

○하이 월흥 도로 외 안전시설물(가드레일)설

치공사(100경간) 100,000

도로 교통량 조사 13,205 21,423 △8,218

101 인건비 13,205 21,423 △8,21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205 21,423 △8,218

◎교통량 조사 인건비 13,205

○기본급 12,096

○보험부담금 605

○간식비 504

96,000원*21개소*1일*6명

12,096,000원*5%

4,000원*21개소*1일*6명

도로 표지판 정비 50,000 3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30,000 20,000

01 시설비 50,000 30,000 20,000

◎도로 표지판 정비 50,00010,000,000원*5개소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 45,000 30,000 15,000

201 일반운영비 45,000 30,000 15,000

01 사무관리비 45,000 30,000 15,000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 45,000

도로(산지부)제초작업 300,000 150,000 15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50,000 50,000

01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 1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00 100,000 1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 200,000

교량유지관리 200,000 15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50,000 50,000

01 시설비 200,000 150,000 50,000

◎관내 교량 정기정검 및 안전진단(거류 송곡교

, 거류 은월교) 용역 100,000

◎관내 교량 보수(교량난간,교면포장 등) 100,000

도로보수원 인건비 760,696 549,058 211,638

도 456,417

군 304,279

101 인건비 700,480 549,058 151,422

도 420,287

군 280,193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480 549,058 151,422

◎도로보수원(나군) 700,480

○기본급 514,8003,300,000원*13명*12월

도 308,880

군 205,920

○장려수당 24,180155,000원*13명*12월

도 14,508

군 9,672

○위험수당 20,280130,000원*13명*12월

도 12,168

군 8,112

○가족수당 15,600100,000원*13명*12월

도 9,360

군 6,240

○보전수당 13,143136,900원*8명*12월

도 7,886

군 5,257

○대민활동비 7,80050,000원*13명*12월

도 4,680

군 3,120

○명절휴가비 40,3001,550,000원*13명*2월

도 24,180

군 16,120

○연차유급수당

15,1862,750,000원/226*8*13명*12일

도 9,111

군 6,075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도로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반장수당 3,600300,000원*1명*12월

도 2,160

군 1,440

○운전수당 2,88040,000원*6명*12월

도 1,728

군 1,152

○시간외근무수당

42,7112,750,000원/226*1.5*15시간*13명*12월

도 25,626

군 17,085

304 연금부담금등 60,216 0 60,216

도 36,130

군 24,086

01 연금부담금 26,520 0 26,520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26,520170,000원*13명*12월

도 15,912

군 10,608

02 국민건강보험금 24,180 0 24,180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4,180155,000원*13명*12월

도 14,508

군 9,672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9,516 0 9,516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9,51661,000원*13명*12월

도 5,710

군 3,806

지방도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지방도1010호선 굴곡개량공사(고성신월) 100,000

위험교량 재가설 1,158,000 200,000 95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8,000 200,000 958,000

01 시설비 1,158,000 200,000 958,000

◎위험교량 재가설 1,158,000

○영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838,000

○구만 당산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250,000

○상리 동산지구 위험교량 개선공사 40,000

○동해 장좌지구 위험교량 개선공사 30,000

군도사업 3,388,000 1,455,000 1,933,000

군도사업 2,888,000 1,055,000 1,8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88,000 1,055,000 1,833,000

01 시설비 2,880,000 1,050,000 1,830,000

◎군도사업 2,88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군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도 토지보상비(낙정마을, 신지마을, 병산

마을, 봉치마을, 당골, 종생 등) 300,000

○고성 군도1호선(당골마을)도로 확포장공사 450,000

○삼산 군도2호선(병산마을)도로 확포장공사 450,000

○하이 군도4호선(덕명지구)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대가 군도2호선(수치골)도로 확포장공사 400,000

○대가 군도17호선(외갈~종생마을)도로 확포

장공사 200,000

○구만 군도6호선(주평마을)도로 확포장공사 190,000

○회화 군도6호선(남진마을)도로 확포장공사 250,000

○개천 군도6호선(봉치마을)도로 확포장공사 150,000

○개천 군도17호선(개천가천) 도로정비사업 150,000

○상리 군도3호선(상리자은) 도로정비사업 50,000

○동해 군도13호선 도로 횡배수관 정비사업 40,000

○도로구역결정용역(시설결정,환경영향평가

등) 1식 150,000

03 시설부대비 8,000 5,000 3,000

◎시설부대비 8,000

군도유지관리 500,000 400,00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400,000 100,000

01 시설비 500,000 400,000 100,000

◎군도유지관리사업 500,000

○군도9호선 외 3개소 차선도색공사(L=25km) 100,000

○군도16호선 외 2개소 안전시설물설치공사

100,000

○군도7호선 외 1개소 도로측구정비공사 100,000

○군도13호선 외 2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L

=5km) 200,000

400,000원*250경간

농어촌도로사업 2,338,000 1,406,000 932,000

농어촌도로사업 1,908,000 1,006,000 90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8,000 1,006,000 902,000

01 시설비 1,900,000 1,000,000 900,000

◎농어촌도로사업 1,900,000

○토지보상비(신부, 죽동~장계, 척곡, 터골,

당산, 명송~법진간, 동림 등) 600,000

○고성 독실마을(고성105) 도로 확포장공사 400,000

○고성 율대~매수간(고성202) 도로 확포장공

사 200,000

○동해 망일포(동해202) 도로 확포장공사 600,000

○동해 입암마을(동해305) 도로 확포장공사 100,000

03 시설부대비 8,000 6,000 2,000

◎시설부대비 8,000



부서: 건설과

정책: 도로건설

단위: 농어촌도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30,000 400,00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30,000 400,000 30,000

01 시설비 430,000 400,000 30,00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30,000

○농어촌도로(삼산101) 외 3개소 차선도색공

사(L=20Km) 100,000

○농어촌도로(대가201) 외 1개소 도로측구정

비공사 100,000

○농어촌도로(동해301) 외 1개소 아스콘덧씌

우기공사(L=3.5km) 130,000

○농어촌도로(영현101) 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260경간) 100,000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546,000 1,100,000 △554,000

균 173,000

군 373,000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량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200,000 200,000 0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200,0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346,000 360,000 △14,000

균 173,000

군 17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6,000 360,000 △14,000

균 173,000

군 173,000

01 시설비 346,000 360,000 △14,0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60,000

○영오 오동 경로당 80,000

균 40,000

군 40,000

○영오 오서 경로당 80,000

균 40,000

군 40,000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86,000

○상리 자은마을 생활권 이면도로 82,000

균 41,000

군 41,000

○고성 신부마을 생활권 이면도로 104,000

균 52,000

군 52,000

농촌활력화 지원 10,164,000 6,209,000 3,955,000

도 2,220,000

군 7,944,000

농업생산기반정비 10,004,000 6,149,000 3,855,000

도 2,104,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활력화 지원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7,90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1,076,000 1,271,000 △195,000

101 인건비 6,000 6,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 6,000 0

◎소류지 유지관리 4,500

○가부곡소류지 유지관리 4,500

◎배수장 유지관리 1,500

○동정배수장 유지관리 1,500

201 일반운영비 65,000 110,000 △45,000

01 사무관리비 25,000 70,000 △45,000

◎농업기반시설 장비임차료 25,000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10,000

○긴급 농업용수개발 장비임차료 10,000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00

02 공공운영비 40,000 40,000 0

◎공공요금 및 제세 20,000

◎시설장비 유지비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5,000 655,000 △50,000

01 시설비 600,000 650,000 △50,000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23개소) 250,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0,000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24필지) 250,000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시설부대비 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0 500,000 △1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 500,000 △100,000

◎용산지구 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위탁) 40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농로) 1,185,000 615,000 5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85,000 615,000 570,000

01 시설비 1,185,000 615,000 570,000

◎고성 독실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200,000

◎삼산 장백마을 농로 정비공사 20,000

◎삼산 상촌(산지골) 농로 확포장공사 45,000

◎삼산 미룡지구 답진입로 정비공사 20,000

◎하일 춘암지구 농로 정비공사 15,000

◎하이 와룡지구 농로 개설공사 40,000

◎하이 양촌 백화심 농로 확포장공사 40,000

◎하이 공룡마을 농로 포장공사 40,000

◎상리 신촌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20,000

◎상리 신촌지구 외 답진입로 정비공사 2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활력화 지원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상리 가동마을 답진입로 개선공사 20,000

◎대가 세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65,000

◎대가 외갈지구 답진입로 개선공사 20,000

◎영현 영부~금능간 농로 확포장공사 60,000

◎영현 신촌~매촌간 농로 개설공사 50,000

◎영현 불단골 농로 확포장공사 45,000

◎영현 기양실 농로 포장공사 20,000

◎영현 금능마을 농로정비공사 20,000

◎영오 성산지구 농로 재포장공사 30,000

◎영오 연촌마을 농로 포장사업 60,000

◎개천 청남지구 농로 포장공사 35,000

◎개천 구례지구 답진입로 정비공사 25,000

◎개천 청남지구 답진입로 정비공사 20,000

◎구만 주평마을 농로정비공사 20,000

◎회화 당항마을 농로 정비공사 30,000

◎마암 성전지구 답진입로 정비공사 25,000

◎마암 초곡지구 농로정비공사 20,000

◎동해 법동마을 농로 확장공사 40,000

◎거류 용운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40,000

◎거류 마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40,000

◎거류 거산마을 농로정비사업 20,000

◎거류 신은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 2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용배수로) 1,945,000 1,210,000 73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45,000 1,210,000 735,000

01 시설비 1,945,000 1,210,000 735,000

◎고성 상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고성 홍류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고성 신월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고성 내우산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고성 양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삼산 병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삼산 미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삼산 삼봉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

◎삼산 중촌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하일 용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

◎하일 금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하일 도동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0,000

◎하일 금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하일 고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하일 절골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50,000

◎하이 월흥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활력화 지원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이 음촌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하이 신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상리 내부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상리 고봉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상리 부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상리 오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25,000

◎상리 조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0

◎대가 관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45,000

◎대가 가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50,000

◎대가 장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40,000

◎대가 외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대가 세동지구 용수보 정비공사 20,000

◎영현 대촌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영현 영동~봉림간 용수로 교체공사 20,000

◎영오 금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영오 생곡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영오 오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영오 백장골 용수로 정비공사 20,000

◎개천 하명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개천 용안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개천 용궁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구만 덕암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구만 신계화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구만 효대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회화 녹명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회화 치명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회화 자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0,000

◎회화 봉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회화 회화지구 용배수로 준설사업 20,000

◎회화 남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회화 월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회화 자소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20,000

◎마암 낙정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마암 보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마암 기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마암 개운골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마암 초곡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마암 명송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20,000

◎마암 용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20,000

◎동해 전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동해 장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동해 법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농촌활력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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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비교증감

◎거류 월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거류 신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거류 구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00

◎거류 봉림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농업용수 개발) 510,000 800,000 △2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10,000 800,000 △290,000

01 시설비 510,000 800,000 △290,000

◎고성 교사소류지 양수시설 설치공사 25,000

◎삼산 미동(삼밭골) 농업용수 개발사업 35,000

◎삼산 판곡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 35,000

◎상리 비곡지구 외 농업용수관로 설치공사 20,000

◎대가 척곡지구 용수보 정비공사 45,000

◎대가 화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30,000

◎영오 옥동지구 송수관로 보수공사 35,000

◎영오 영대지구 취입보 보수공사 30,000

◎구만 용당마을 취입보 보수공사 20,000

◎구만 저동마을 취입보 보수공사 40,000

◎회화 신천(윗들)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30,000

◎마암 성전장산지구 수문 정비공사 35,000

◎마암 동정화산지구 저류지 정비사업 50,000

◎동해 장좌천 취입보 정비공사 30,000

◎고성군 농업용관정 시설개량사업 5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소류지) 845,000 465,000 380,000

101 인건비 87,500 0 87,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500 0 87,500

◎소류지 제당예초 87,500

○고성 소류지 제당예초 4,000

○삼산 소류지 제당예초 3,000

○하일 소류지 제당예초 2,500

○하이 소류지 제당예초 5,500

○상리 소류지 제당예초 5,000

○대가 소류지 제당예초 6,000

○영현 소류지 제당예초 3,500

○영오 소류지 제당예초 5,000

○개천 소류지 제당예초 7,500

○구만 소류지 제당예초 9,000

○회화 소류지 제당예초 7,000

○마암 소류지 제당예초 9,000

○동해 소류지 제당예초 7,500

○거류 소류지 제당예초 13,000

201 일반운영비 87,500 0 87,500



부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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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87,500 0 87,500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87,500

○고성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4,000

○삼산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3,000

○하일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2,500

○하이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5,500

○상리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5,000

○대가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6,000

○영현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3,500

○영오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5,000

○개천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7,500

○구만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9,000

○회화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7,000

○마암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9,000

○동해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7,500

○거류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1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0,000 465,000 205,000

01 시설비 670,000 465,000 205,000

◎소류지정비 570,000

○고성 독곡소류지 외 권양기 교체공사 100,000

○상리 고봉소류지 외 준설공사 20,000

○대가 신전소류지 준설 및 용수관로 정비공

사 50,000

○영현 선리소류지 준설공사 30,000

○영오 백장골소류지 보수사업 100,000

○개천 수동소류지 보수사업 100,000

○구만 주평소류지 보강공사 100,000

○회화 웅곡(하)소류지 보수공사 50,000

○마암 기전소류지 준설공사 20,000

◎고성군 소류지 안전점검(140개소) 100,000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330,000 85,000 2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30,000 85,000 245,000

01 시설비 330,000 85,000 245,000

◎고성 율대마을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30,000

◎하이 음촌지구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20,000

◎하이 와룡지구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10,000

◎영현 대촌마을 농로가각부 정비공사 30,000

◎영오 악양지구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20,000

◎영오 생곡마을 농로 가각부 개선공사 20,000

◎구만 저동마을 농로 가각부 정비공사 20,000

◎회화 산북마을 차량대피소 정비공사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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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동해 가룡지구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40,000

◎고성군 농로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사업 100,000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60,000 180,000 80,000

307 민간이전 60,000 60,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60,000 0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전기세 등)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20,000 80,000

01 시설비 200,000 120,000 80,000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200,000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전환사업) 1,320,000 1,318,000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20,000 1,068,000 △48,000

01 시설비 1,020,000 1,068,000 △48,0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13개소) 1,02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00 250,000 5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000 250,000 50,0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위탁) 300,000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 133,000 150,000 △17,000

도 40,000

군 9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3,000 150,000 △17,000

도 40,000

군 93,000

01 시설비 133,000 150,000 △17,000

◎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 133,000

○대가 연동저수지 개보수사업 133,000

도 40,000

군 93,000

농업기반정비(전환) 2,400,000 0 2,400,000

도 2,064,000

군 33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0,000 0 2,400,000

도 2,064,000

군 336,000

01 시설비 2,400,000 0 2,400,000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400,000

○마암 성전저수지 개보수사업 700,000

도 602,000

군 98,000

○마암 가부곡저수지 개보수사업 700,000

도 602,000

군 98,000

○구만 낙동(하)저수지 개보수사업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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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도 430,000

군 70,000

○개천 월곡1저수지 개보수사업 200,000

도 172,000

군 28,000

○거류 거산1저수지 개보수사업 300,000

도 258,000

군 42,000

농업재해예방 160,000 60,000 100,000

도 116,000

군 44,000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60,000 60,000 0

도 30,000

군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60,000 0

도 30,000

군 30,000

01 시설비 60,000 60,000 0

◎삼산 배골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20,000

도 10,000

군 10,000

◎대가 연동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20,000

도 10,000

군 10,000

◎거류 용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20,000

도 10,000

군 10,000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 100,000 0 100,000

도 86,000

군 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도 86,000

군 14,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영오 오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00,000

도 86,000

군 14,000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8,352,134 7,082,800 1,269,334

도 785,000

군 7,567,134

하천정비사업 8,352,134 7,082,800 1,269,334

도 785,000

군 7,567,134

하천유지관리(보조) 570,000 410,000 160,000

도 285,000

군 2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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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570,000 410,000 160,000

도 285,000

군 285,000

01 시설비 570,000 410,000 16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구만 구만천, 영현 영

부천, 하일 학림천) 300,000

도 150,000

군 150,000

◎지방하천 준설사업(구만 구만천, 영현 영천강

) 240,000

도 120,000

군 120,000

◎지방하천 노후배수문정비(고성 대독천 외 2개

소) 15,000

도 7,500

군 7,500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5개소) 15,000

도 7,500

군 7,500

일반하천정비 1,000,000 600,000 400,000

도 500,000

군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600,000 400,000

도 500,000

군 500,000

01 시설비 1,000,000 600,000 400,000

◎일반하천정비사업(상리 사천강, 고성 월평천) 1,000,000

도 500,000

군 500,000

하천기성제 정비 424,000 321,000 103,000

201 일반운영비 149,000 141,000 8,000

01 사무관리비 149,000 141,000 8,000

◎고성 송학천 기성제장비임차 10,000

◎삼산 판곡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하일 학림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하이 봉원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9,000

◎상리 자은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대가 암전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영현 추계천 기성제장비임차 9,000

◎영오 온수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개천 좌련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구만 주평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7,000

◎회화 어신천 기성제장비임차 9,000

◎마암 감동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5,000

◎동해 남촌천 기성제장비임차 9,000



부서: 건설과

정책: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단위: 하천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거류 삼밭골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9,00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성제장비임차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5,000 180,000 95,000

01 시설비 275,000 180,000 95,000

◎고성 고성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고성 대독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고성 황불암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삼산 병산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하일 수양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하이 석지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상리 상동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대가 갈천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영현 영부천 기성제정비사업 5,000

◎영오 영천강 기성제정비사업 20,000

◎개천 영오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구만 구만천 기성제정비사업 10,000

◎마암 초선소하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동해 금곡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거류 거산1소하천 기성제정비사업 20,000

하천유지관리(자체) 431,800 141,800 290,000

201 일반운영비 1,800 1,800 0

02 공공운영비 1,800 1,800 0

◎전동식 수문 전기요금 600

◎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1,200

50,000원*12월

1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430,000 140,000 290,000

01 시설비 430,000 140,000 290,000

◎고성 암전천 유지관리사업 25,000

◎삼산 미룡천 유지관리사업 40,000

◎삼산 장치천 준설사업 20,000

◎하일 오방천 유지관리사업 20,000

◎하이 봉현천 유지관리사업 50,000

◎상리 고봉천 유지관리사업 40,000

◎상리 상동천 유지관리사업 20,000

◎영현 영천강 유지관리사업 35,000

◎영현 대가천 준설사업 30,000

◎개천 영오천 유지관리사업 20,000

◎구만 구만천 유지관리사업 20,000

◎회화 배둔천 유지관리사업 20,000

◎마암 마암천 유지관리사업 40,000

◎마암 보전천 준설사업 20,000

◎거류 용산천 준설사업 3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단위: 하천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하천정비(전환)(전환사업) 2,812,334 2,804,000 8,334

401 시설비및부대비 2,812,334 2,804,000 8,334

01 시설비 2,812,334 2,804,000 8,334

◎고성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 1,300,000

◎거류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전환) 900,000

◎대가 평동소하천 정비사업(전환) 400,000

◎배둔 치명소하천 정비사업(전환) 212,334

소하천정비 7,000 7,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 7,000 0

03 시설부대비 7,000 7,000 0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00

소하천개보수사업 1,592,000 1,707,000 △115,00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소하천개보수사업 물품.도서구입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90,000 1,705,000 △115,000

01 시설비 1,585,000 1,700,000 △115,000

◎고성 무량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고성 교동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삼산 달막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하일 평촌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하이 내원소하천 개보수사업 35,000

◎상리 비곡소하천 개보수사업 25,000

◎대가 연지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영현 추계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영현 신촌소하천 개보수사업 65,000

◎영오 오동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영오 양기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개천 안골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개천 월곡1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개천 용궁소하천 개보수사업 20,000

◎구만 광덕소하천 개보수사업 30,000

◎구만 생골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구만 덕암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회화 동촌소하천 개보수사업 30,000

◎회화 불막소하천 개보수사업 25,000

◎회화 새땀소하천 개보수사업 25,000

◎마암 발산소하천 개보수사업 35,000

◎마암 신리소하천 개보수사업 60,000

◎동해 외곡소하천 개보수사업 40,000



부서: 건설과

정책: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단위: 하천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동해 우두포소하천 개보수사업 25,000

◎동해 군진소하천 개보수사업 30,000

◎거류 화당2소하천 개보수사업 30,000

◎거류 양촌소하천 개보수사업 30,000

◎고성 부름소하천 개보수사업 100,000

◎삼산 웃땀소하천 개보수사업 110,000

◎영오 양산소하천 개보수사업 110,000

◎구만 중암소하천 개보수사업 150,000

◎거류 월치소하천 개보수사업 150,000

◎소규모 하천 개보수사업 100,000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소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5,000

소하천유지관리 1,037,000 592,000 4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7,000 592,000 445,000

01 시설비 1,030,000 585,000 445,000

◎고성 거운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5,000

◎삼산 군령포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0,000

◎하일 작은골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0,000

◎하이 덤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0,000

◎영현 매촌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5,000

◎영현 침촌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000

◎영오 금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0,000

◎영오 생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5,000

◎개천 가천1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000

◎구만 생골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0,000

◎구만 낙동소하천 유지관리사업 60,000

◎회화 남진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0,000

◎회화 석전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5,000

◎동해 장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0,000

◎동해 검포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0,000

◎거류 숭의원2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0,000

◎고성 송학소하천(복개구간준설) 유지관리사업 100,000

◎대가 양화소하천 유지관리사업 90,000

◎개천 봉치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00,000

◎마암 곤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00,000

◎동해 대가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90,000

03 시설부대비 7,000 7,000 0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7,000

하천풀베기 사업 278,000 255,000 23,000

101 인건비 120,000 120,0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0 120,000 0



부서: 건설과

정책: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단위: 하천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천풀베기사업 인건비 120,000

201 일반운영비 30,000 30,000 0

01 사무관리비 30,000 30,000 0

◎하천풀베기사업 장비임차 30,000

206 재료비 20,000 20,000 0

01 재료비 20,000 20,000 0

◎하천풀베기사업 물품구입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8,000 85,000 23,000

01 시설비 108,000 85,000 23,000

◎고성 고성천 풀베기사업 20,000

◎하일 수양천 풀베기사업 6,000

◎하이 월흥천 풀베기사업 10,000

◎상리 사천강 풀베기사업 10,000

◎대가 갈천천 풀베기사업 6,000

◎영현 연화천 풀베기사업 10,000

◎영오 영천강 풀베기사업 6,000

◎개천 영오천 풀베기사업 6,000

◎구만 구만천 풀베기사업 6,000

◎회화 어신천 풀베기사업 10,000

◎마암 마암천 풀베기사업 6,000

◎동해 외곡천 풀베기사업 6,000

◎거류 야촌소하천 풀베기사업 6,000

하천 미불용지 보상 50,000 3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30,000 20,000

01 시설비 50,000 30,000 20,000

◎미 협의 토지 보상금 50,000

이주단지조성 150,000 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영

현 영천강) 150,000

행정운영경비(건설과) 67,100 76,265 △9,165

기본경비(건설과) 67,100 76,265 △9,165

일반운영비 26,500 28,417 △1,917

201 일반운영비 26,500 28,417 △1,917

01 사무관리비 25,000 26,917 △1,917

◎일반수용비 20,000

◎급량비 4,000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품 구입 1,000



부서: 건설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설과)

단위: 기본경비(건설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1,500 1,500 0

◎공공운영비 1,500

여비 36,000 43,248 △7,248

202 여비 36,000 43,248 △7,248

01 국내여비 36,000 43,248 △7,248

◎국내여비 36,000

행정추진경비 4,600 4,600 0

203 업무추진비 4,600 4,6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1,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300,000원*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