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과

정책: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단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전체

수도과 764,000 946,000 △182,000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490,170 450,979 39,191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490,170 450,979 39,191

보령댐 지원(민간) 사업 259,170 406,279 △147,109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보령댐 지원사업 추진 1,6001,600,000원

307 민간이전 256,570 401,679 △145,109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3,763 321,897 △178,134

(남포면) 0

주민편의 물품구입 12,221

마을방송 회선 사용료 지원 1,200

마을방역 지원 10,000

(주산면) 0

화산천 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

8,000

보령댐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관리

6,000

(미산면) 0

풍물단 지원 5,000

보령댐 수질보전 지원 10,000

면민회관 및 다목적실 관리 25,742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10,000

댐주변 지역 선진지 견학 5,000

(성주면) 0

성주1리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구입

2,500

성주2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2,500

성주4리 마을회관, 공동생활홈 생활용품 구입

3,700

성주5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7,100

성주6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4,600

성주7리 난방기 및 화장지 구입

4,600

성주8리 상수도 뚜껑 구입 5,200

개화1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4,000

개화2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4,600

개화3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3,800

12,221,000원*1식

1,200,000원*1식

1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5,742,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500,000원*1식

2,500,000원*1식

3,700,000원*1식

7,100,000원*1식

4,600,000원*1식

4,600,000원*1식

5,200,000원*1식

4,000,000원*1식

4,600,000원*1식

3,800,000원*1식



부서: 수도과

정책: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단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자율방범대 차량 유류비 지원 2,000

체육회 운영비 지원 6,000

2,000,000원*1식

6,000,000원*1식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2,807 79,782 33,025

웅천읍 만세보령 문화제 지원 5,672

남포면 만세보령 문화제 지원

20,000

주산면 봄꽃축제 지원 25,205

미산면 만세보령 문화제 지원

15,000

미산면 면민화합행사 지원 37,000

제19회 성주산 단풍축제 지원 9,930

5,672,000원*1식

20,000,000원*1식

25,205,000원*1식

15,000,000원*1식

37,000,000원*1식

9,930,000원*1식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 1,000 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 1,000 0

전국댐소재 시.군협의회 회비 1,0001,000,000원*1식

보령댐 지원(시설) 사업 231,000 44,700 186,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000 12,000 36,000

01 시설비 48,000 12,000 36,000

(웅천읍) 0

평1리 마을안길 포장 8,000

수부1리 마을정자 설치 20,000

수부2리 마을 CCTV 설치 20,000

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2 민간자본이전 183,000 32,700 150,3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3,000 32,700 150,300

웅천읍 평2리 마을회관 집기구입

8,000

미산면 보령댐 주변 휴양시설 설치 지원

160,000

성주면 성주1리 쉼터 원두막 보수

15,000

8,000,000원*1식

16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예비비 273,830 495,021 △221,191

예비비(보령댐)(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273,830 495,021 △221,191

예비비 273,830 495,021 △221,191

801 예비비 273,830 495,021 △221,191

01 일반예비비 273,830 495,021 △221,191

예비비 273,830273,830,000원*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