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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과

정책: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단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전체

수도과 1,015,000 764,000 251,000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961,957 490,170 471,787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961,957 490,170 471,787

보령댐 지원(민간) 사업 341,519 259,170 82,349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보령댐 지원사업 추진 1,600

307 민간이전 338,919 256,570 82,349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807 143,763 107,044

(남포면) 28,982

- 주민편의 물품구입 17,500

- 마을방송 회선 사용료 지원 1,200

- 마을방역 지원 6,282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 2,000

- 새마을부녀회 운영비 2,000

(주산면) 14,000

- 화산천 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 8,000

- 보령댐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관리 6,000

(미산면) 166,621

- 보령댐 수질보전 지원 17,001

- 면민회관 및 다목적실 관리지원 23,420

- 보령댐 휴양시설 지원 10,000

- 면민 쓰레기봉투 지원 30,000

- 경로당 지원(22개소) 13,200

- 마을안길 방치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16,000

- 면민 생활용품 지원 42,000

- 풍물단 지원 5,000

- 댐주변 타지역 선진지 견학 지원 5,000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5,000

(성주면) 41,204

- 성주1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3,000

- 성주2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3,000

- 성주3리 마을회관 비품 및 머드제품 구입 3,000

- 성주4리 마을회관 용품 친환경세제 구입 4,200

- 성주6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5,660

- 개화1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4,600

- 개화2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5,400

- 개화3리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 4,600

- 체육회 운영 지원 5,744

- 자율방범대 지원 2,000



부서: 수도과

정책: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단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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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88,112 112,807 △24,695

웅천읍 읍민화합행사 지원 5,195

남포면 주민자치 축제지원 13,500

주산 봄꽃축제 지원 24,417

미산면 면민화합행사 및 체육회 지원 45,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 1,000 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 1,000 0

전국댐소재 시.군협의회 회비 1,000

보령댐 지원(시설) 사업 620,438 231,000 389,438

401 시설비및부대비 533,651 48,000 485,651

01 시설비 533,651 48,000 485,651

(웅천읍) 86,000

- 성동1리 동광사길 포장 16,000

- 수부3리 마을회관 창고 증축 공사 20,000

- 성동1리 농로포장공사 20,000

- 성동3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30,000

(남포면) 47,000

- 옥동리 농로포장공사 14,000

- 창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 읍내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

- 창동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4,000

(주산면) 51,267

- 화평1리 재해예방사업 20,000

- 동오1리 쉼터정비 20,000

- 동오2리 아스콘 포장 11,267

(미산면) 305,000

- 농산물판매장 내부 공사 40,000

- 삼계리 농로확포장공사 25,000

- 삼계리 농업용수로 복구 25,000

- 옥현1리 마을창고 옹벽시설공사 10,000

- 남심리 농로포장 공사 20,000

- 도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 늑전리 인도시설 공사 16,000

- 평라리 인도시설 공사 28,000

- 도화담1리 마을쉼터 설치공사 20,000

- 봉성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15,000

- 옥현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 옥현2리 배수로 복개공사 9,000

- 은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 용수리 호수마을 배수로정비 공사 26,000

- 용수리 호수공원 운동기구 설치 사업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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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증감

- 남심리 마을꽃길 터널 조성사업 7,000

(성주면) 44,384

- 성주1리 정자설치사업 3,400

- 성주2리 마을회관 CCTV설치 사업 3,400

- 성주3리 배수로설치공사 3,400

- 성주4리 창고설치사업 5,100

- 성주5리 동거동락방 옥상계단 설치 사업 6,500

- 성주7리 마을회관 창고 공사 5,660

- 성주7리 마을회관 단열 공사 6,500

- 개화1리 상수도물탱크 주변 포장 공사 5,212

- 개화3리 신축경로당 주변 하수도 공사 5,212

402 민간자본이전 86,787 183,000 △96,213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6,787 183,000 △96,213

(웅천읍) 34,907

- 성동2리 마을회관 집기 구입 19,300

- 성동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607

(남포면)읍내리 마을회관 시설물 보수 9,000

(미산면) 10,000

- 남부의용 소방대 물품 구입 5,000

- 두레풍물 물품 구입 5,000

(성주면) 32,880

- 성주5리 마을창고 수리 및 쇼파 구입 5,660

- 성주8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 6,820

- 성주6리 표고버섯장 하우스 보수 6,500

- 성주8리 마을정자 보수 7,400

- 개화2리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6,500

예비비 53,043 273,830 △220,787

예비비(보령댐)(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3,043 273,830 △220,787

예비비 53,043 273,830 △220,787

801 예비비 53,043 273,830 △220,787

01 일반예비비 53,043 273,830 △220,787

예비비 5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