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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 1,324,891,000 1,093,844,020 1,093,844,020 231,046,980

회계과 일반행정 국공유 재산관리 시설비 20,700,000 19,579,910 19,579,910 1,120,090 2009-08-10 2009-10-19

2009. 7 7 ~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ㆍ어촌
어업재해피해복
구 민간자본보조 23,904,000 23,904,000 23,904,000 2009-06-10 2009-08-17

어업재해피해복구 재난지원금(굴 양
식어장 종묘구입등)

해양수산과 해양수산ㆍ어촌
해양폐기물정화
사업 민간위탁금 71,179,000 71,069,020 71,069,020 109,980 2009-08-10 2009-09-02

2009. 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9.7)
)

산림녹지과 임업ㆍ산촌 사방사업 시설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09-08-10 2009-11-23

2009. 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건설과 도로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 458,000,000 350,428,630 350,428,630 107,571,370 2009-08-10 2009-11-24

2009.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건설과 도로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시설비 34,075,000 31,764,610 31,764,610 2,310,390 2009-08-10 2009-11-05

2009.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건설과 농업ㆍ농촌
시군수리시설개
보수 시설비 170,675,000 125,158,740 125,158,740 45,516,260 2009-08-10 2009-11-23

2009. 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건설과 상하수도ㆍ수질 도로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0,092,000 30,092,000 30,092,000 2009-12-31 2009-12-31

지방채조기상환에 따라 이자부족분:
건설과-30640(09.12.31)

재난관리과 수자원
지방2급하천 유
지관리 시설비 100,000,000 90,165,740 90,165,740 9,834,260 2009-08-10 2009-12-10

2009. 7. 7 ~ 7. 21기간중 발생한 집
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
7))

재난관리과 수자원
소하천 정비(자
체) 시설비 118,266,000 77,461,370 77,461,370 40,804,630 2009-08-10 2009-11-17

2009. 7. 7~7. 21기간중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
해재발방지(재난관리과-8506(09.8.7)
)

조선해양문화관 해양수산ㆍ어촌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93,000,000 169,720,000 169,720,000 23,280,000 2009-07-22 2009-12-10
어촌민속전시관 화재로 인한 긴급 피
해복구(조선해양문화관-33(2009.7.20
))

조선해양문화관 해양수산ㆍ어촌 주변 환경정비 
사업

민간위탁금 5,000,000 4,500,000 4,500,000 500,000 2009-07-22 2009-09-29
어촌민속전시관 화재로 인한 긴급 피
해복구(조선해양문화관-33(09.3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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