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새마을과
정책: 지역혁신기반 구축
단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새마을과 982,000 882,000 100,000

기            970,000

군             12,000

지역혁신기반 구축 970,000 870,000 100,000

기            970,000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70,000 870,000 100,000

기            970,000

기본지원사업 970,000 870,000 100,000

기            9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71,000 773,000 △2,000

기            771,000

01 시설비 771,000 773,000 △2,000

  ○선2리(성주골) 용수로설치 및 농로포장                35,000  35,000,000원*1개소

기             35,000

  ○내지1리(박운당) 농로포장                30,000  30,000,000원*1개소

기             30,000

  ○내지2리(시목실) 버스승강장 설치                10,000  10,000,000원*1개소

기             10,000

  ○원류리(팔지기) 농로포장                30,000  30,000,000원*1개소

기             30,000

  ○도촌리 농산물공동판매장 주변조경                21,000  21,000,000원*1식

기             21,000

  ○도촌리 농산물공동판매장 쉼터 설치                30,000  10,000,000원*3개소

기             30,000

  ○사곡리 마을공동 쉼터 설치                13,000  13,000,000원*1개소

기             13,000

  ○명봉리 마을회관 마당보수 및 화단설치                 5,000  5,000,000원*1식

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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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새마을과
정책: 지역혁신기반 구축
단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명봉리(진사앞들) 진입로 및 농로포장                28,000  28,000,000원*1개소

기             28,000

  ○명봉리(양지,독죽)진입로 및 농로포장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보곡리(동래들) 농로포장                10,000  10,000,000원*1개소

기             10,000

  ○보곡리(상보곡) 배수로 정비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우곡1리 복지회관 보수                15,000  15,000,000원*1식

기             15,000

  ○우곡1리(거록마을) 하수구 설치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우곡2리(내동) 농로포장                15,000  15,000,000원*1개소

기             15,000

  ○탑1리(조고리) 농로포장                30,000  30,000,000원*1개소

기             30,000

  ○탑1리(조고리 뒷들) 농로포장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탑2리(문등골) 옹벽설치                30,000  30,000,000원*1개소

기             30,000

  ○은산2리(양전들) 농로포장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송월리(소내실)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                50,000  50,000,000원*1개소

기             50,000

  ○금곡1리(덕거리) 마을안길포장                15,000  15,000,000원*1개소

기             15,000

  ○오류1리(큰골길) 농로포장                25,000  25,000,000원*1개소

기             25,000

  ○오류2리(웃골) 하수도설치                20,000  20,000,000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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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새마을과
정책: 지역혁신기반 구축
단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20,000

  ○율곡리(용대길) 농로포장                25,000  25,000,000원*1개소

기             25,000

  ○율곡리(새걸들) 암거설치                20,000  20,000,000원*1개소

기             20,000

  ○율곡리(큰밤실 못길) 농로포장 및 용수로설치                25,000  25,000,000원*1개소

기             25,000

  ○부초리(물지나골) 농로포장                30,000  30,000,000원*1개소

기             30,000

  ○마을공동 쉼터 설치(우곡1리,오류2리)                29,000  14,500,000원*2개소

기             29,000

  ○민원발생지구 해결               130,000  130,000,000원

기            130,000

402 민간자본이전 199,000 97,000 102,000

기            199,000

01 민간자본보조 199,000 97,000 102,000

  ○내지2리 농산물판매용 컨테이너 설치                15,000  15,000,000원*1동

기             15,000

  ○선1리 농산물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40,000  8,000,000원*5동

기             40,000

  ○사곡리 농산물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30,000  30,000,000원*1동

기             30,000

  ○두성리(왕곡) 마을공동 감선별 및 작업장 설치                54,000  54,000,000원*1동

기             54,000

  ○우곡1리 사과작목반 작업장비 및 기기구입                60,000  60,000,000원*1식

기             60,000

재무활동(새마을과) 12,000 12,000 0

보전지출(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2,000 1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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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새마을과
정책: 재무활동(새마을과)
단위: 보전지출(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보전지출(보조금반환) 12,000 12,000 0

802 반환금기타 12,000 12,000 0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2,000 12,00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이자반납                12,000  1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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