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보조금 집행 현황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합 계

계 16,029,582,770 계 16,029,582,770 계 10,196,741,710 계 4,462,263,370 계 1,370,577,690

국비 4,812,413,350 국비 4,812,413,350 국비 3,690,177,390 국비 733,296,960 국비 388,939,000

시도비 3,294,468,010 시도비 3,294,468,010 시도비 1,663,246,010 시도비 1,294,723,890 시도비 336,498,110

시군구비 7,922,701,410 시군구비 7,922,701,410 시군구비 4,843,318,310 시군구비 2,434,242,520 시군구비 645,140,580

소 계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계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국비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주민생활과-사회복지-보육ㆍ가족및여성

보건복지부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계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국비

보육시설기능보강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401-01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217,665,620 계 계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80,377,270 국비 국비

보육시설확충 시설비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32,649,85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104,638,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 계

계 2,791,293,060 계 2,791,293,060 계 2,529,981,340 계 계 261,311,72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국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178,341,830 시군구비 시군구비 261,311,720

교육체육과-문화및관광-체육

문화체육관광부
계 2,791,293,060 계 2,791,293,060 계 2,529,981,340 계 계 261,311,72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국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178,341,830 시군구비 시군구비 261,311,720

생활체육시설 조성 401-01
계 2,791,293,060 계 2,791,293,060 계 2,529,981,340 계 계 261,311,72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351,639,510 국비 국비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439,653,550 시군구비 2,178,341,830 시군구비 시군구비 261,311,720

소 계

계 517,232,050 계 517,232,050 계 509,356,130 계 계 7,875,920

국비 258,616,530 국비 258,616,530 국비 254,678,560 국비 국비 3,937,97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58,615,520 시군구비 258,615,520 시군구비 254,677,570 시군구비 시군구비 3,937,950

조선경제과-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지식경제부
계 517,232,050 계 517,232,050 계 509,356,130 계 계 7,875,920

국비 258,616,530 국비 258,616,530 국비 254,678,560 국비 국비 3,937,97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58,615,520 시군구비 258,615,520 시군구비 254,677,570 시군구비 시군구비 3,937,950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 401-01
계 513,817,050 계 513,817,050 계 506,144,130 계 계 7,672,920

국비 256,908,530 국비 256,908,530 국비 253,072,060 국비 국비 3,836,470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사회복지
시설 지열설비 설치)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56,908,520 시군구비 256,908,520 시군구비 253,072,070 시군구비 시군구비 3,836,450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 401-03
계 3,415,000 계 3,415,000 계 3,212,000 계 계 203,000

국비 1,708,000 국비 1,708,000 국비 1,606,500 국비 국비 101,500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사회복지
시설 지열설비 설치)

시설부대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707,000 시군구비 1,707,000 시군구비 1,605,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101,500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소 계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관광과-문화및관광-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관광홍보 401-01
계 147,600,000 계 147,600,000 계 146,180,350 계 계 1,419,650

국비 73,800,000 국비 73,800,000 국비 73,090,170 국비 국비 709,830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800,000 시군구비 73,090,180 시군구비 시군구비 709,820

소 계

계 2,322,876,000 계 2,322,876,000 계 2,011,377,000 계 계 311,499,000

국비 1,610,567,000 국비 1,610,567,000 국비 1,435,275,800 국비 국비 175,291,200

시도비 452,405,800 시도비 452,405,800 시도비 387,813,900 시도비 시도비 64,591,900

시군구비 259,903,200 시군구비 259,903,200 시군구비 188,287,3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1,615,90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계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국비

친환경 어구보급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양식기반조성 402-01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42,270,000 계 계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10,567,000 국비 국비

굴패각처리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9,509,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22,194,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1,875,000,000 계 1,875,000,000 계 1,780,886,000 계 계 94,114,000

국비 1,500,000,000 국비 1,500,000,000 국비 1,424,708,800 국비 국비 75,291,200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시도비 331,250,000 시도비 331,250,000 시도비 321,838,600 시도비 시도비 9,411,400

시군구비 43,750,000 시군구비 43,750,000 시군구비 34,338,600 시군구비 시군구비 9,411,400

연안어업자생력확보 201-01
계 29,650,000 계 29,650,000 계 16,865,000 계 계 12,785,000

국비 22,400,000 국비 22,400,000 국비 11,904,380 국비 국비 10,495,620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무관리비
시도비 4,450,000 시도비 4,450,000 시도비 2,529,750 시도비 시도비 1,920,250

시군구비 2,800,000 시군구비 2,800,000 시군구비 2,430,870 시군구비 시군구비 369,130

연안어업자생력확보 402-01
계 1,845,350,000 계 1,845,350,000 계 1,764,021,000 계 계 81,329,000

국비 1,477,600,000 국비 1,477,600,000 국비 1,412,804,420 국비 국비 64,795,580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326,800,000 시도비 326,800,000 시도비 319,308,850 시도비 시도비 7,491,150

시군구비 40,950,000 시군구비 40,950,000 시군구비 31,907,730 시군구비 시군구비 9,042,27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200,000,000 계 200,000,000 계 계 계 2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국비 국비 100,000,000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자체)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50,000,000

수산자원회복 402-01
계 200,000,000 계 200,000,000 계 계 계 2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100,000,000 국비 국비 국비 100,000,000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5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50,000,000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경상남도
계 150,000,000 계 150,000,000 계 15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적조방제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양식기반조성 402-01
계 150,000,000 계 150,000,000 계 15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적조방제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4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105,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경상남도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자

체)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수산자원회복 401-01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22,156,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시설비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6,646,8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15,509,2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어업진흥과-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ㆍ어촌

경상남도
계 33,450,000 계 33,450,000 계 16,065,000 계 계 17,385,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정해역 소각식 화장실 유지

보수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4,819,500 시도비 시도비 5,180,5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11,245,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12,204,500

양식기반조성 201-01
계 33,450,000 계 33,450,000 계 16,065,000 계 계 17,385,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정해역위생관리 사무관리비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10,000,000 시도비 4,819,500 시도비 시도비 5,180,5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23,450,000 시군구비 11,245,500 시군구비 시군구비 12,204,500

소 계

계 3,040,530 계 3,040,530 계 3,040,530 계 계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국비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시군구비

산림녹지과-농림해양수산-임업ㆍ산촌

산림청
계 3,040,530 계 3,040,530 계 3,040,530 계 계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국비

조림(보조)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시군구비

육림사업 402-01
계 3,040,530 계 3,040,530 계 3,040,530 계 계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2,417,370 국비 국비

조림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207,01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416,15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 계

계 518,000,000 계 518,000,000 계 17,316,650 계 계 500,683,35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5,194,990 시도비 시도비 242,526,21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12,121,660 시군구비 시군구비 258,157,140

도시과-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경상남도
계 518,000,000 계 518,000,000 계 17,316,650 계 계 500,683,35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5,194,990 시도비 시도비 242,526,21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12,121,660 시군구비 시군구비 258,157,140

도시경관 401-01
계 518,000,000 계 518,000,000 계 17,316,650 계 계 500,683,35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공공디자인 시설비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247,721,200 시도비 5,194,990 시도비 시도비 242,526,21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270,278,800 시군구비 12,121,660 시군구비 시군구비 258,157,140

소 계

계 4,145,794,660 계 4,145,794,660 계 1,747,218,480 계 2,398,576,180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826,559,550 시도비 1,185,030,780 시도비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920,658,930 시군구비 1,213,545,400 시군구비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도로과-수송및교통-도로

경상남도
계 4,145,794,660 계 4,145,794,660 계 1,747,218,480 계 2,398,576,180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826,559,550 시도비 1,185,030,780 시도비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920,658,930 시군구비 1,213,545,400 시군구비

도시도로 401-01
계 4,145,794,660 계 4,145,794,660 계 1,747,218,480 계 2,398,576,180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2,011,590,330 시도비 826,559,550 시도비 1,185,030,780 시도비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2,134,204,330 시군구비 920,658,930 시군구비 1,213,545,400 시군구비

소 계

계 491,980,320 계 491,980,320 계 49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251,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건설방재과-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소방방재청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소하천정비(보조)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하천 401-01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461,980,320 계 계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230,990,160 국비 국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230,990,160 시군구비 시군구비

건설방재과-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

경상남도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민방위 운영 405-01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30,000,000 계 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9,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21,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 계

계 270,125,000 계 270,125,000 계 261,336,950 계 계 8,78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33,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22,500,000 시군구비 122,500,000 시군구비 113,71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788,050

보건과-보건-보건의료

보건복지부
계 242,625,000 계 242,625,000 계 241,786,950 계 계 83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농특)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99,16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38,050

지역보건강화 401-01
계 242,625,000 계 242,625,000 계 241,786,950 계 계 838,05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114,100,000 국비 국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28,525,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100,000,000 시군구비 99,161,950 시군구비 시군구비 838,050

보건과-보건-보건의료

경상남도
계 27,500,000 계 27,500,000 계 19,550,000 계 계 7,950,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14,55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950,000

지역보건강화 401-01
계 27,500,000 계 27,500,000 계 19,550,000 계 계 7,950,000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시설비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5,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22,500,000 시군구비 14,55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7,950,000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소 계

계 64,800,000 계 64,800,000 계 64,800,000 계 계

국비 51,840,000 국비 51,840,000 국비 51,840,000 국비 국비

시도비 6,480,000 시도비 6,480,000 시도비 6,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6,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정과-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4,800,000 계 4,800,000 계 4,800,000 계 계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국비

농어업경영컨설팅(지자체)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업인력육성 307-02
계 4,800,000 계 4,800,000 계 4,800,000 계 계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3,840,000 국비 국비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보조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48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48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정과-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계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국비

한발대비용수개발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농업기반확충 401-01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60,000,000 계 계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48,000,000 국비 국비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6,000,000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6,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소 계

계 279,000,000 계 279,000,000 계 계 계 27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국비 국비 209,000,000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29,38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40,620,000

기술지원과-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농림수산식품부
계 279,000,000 계 279,000,000 계 계 계 27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국비 국비 209,000,000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

자체)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29,38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40,620,000

원예작물 403-02
계 279,000,000 계 279,000,000 계 계 계 27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209,000,000 국비 국비 국비 209,000,000

시설원예 기술보급
공기관등에대한대
행사업비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29,380,000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29,38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40,62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40,620,000

소 계

계 152,000,000 계 152,000,000 계 132,000,000 계 20,000,000 계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국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자원순환과-환경보호-폐기물

환경부
계 152,000,000 계 152,000,000 계 132,000,000 계 20,000,000 계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국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 401-02
계 152,000,000 계 152,000,000 계 132,000,000 계 20,000,000 계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132,000,000 국비 국비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감리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20,000,000 시군구비

소 계

계 4,108,175,530 계 4,108,175,530 계 2,064,488,340 계 2,043,687,190 계

국비 1,697,065,510 국비 1,697,065,510 국비 963,768,550 국비 733,296,960 국비

시도비 471,508,820 시도비 471,508,820 시도비 361,815,710 시도비 109,693,110 시도비

시군구비 1,939,601,200 시군구비 1,939,601,200 시군구비 738,904,080 시군구비 1,200,697,120 시군구비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단 위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전체) ) 일반회계

상하수도과-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환경부
계 1,536,253,430 계 1,536,253,430 계 1,136,282,960 계 399,970,470 계

국비 568,458,460 국비 568,458,460 국비 397,304,370 국비 171,154,090 국비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시도비 471,508,820 시도비 471,508,820 시도비 361,815,710 시도비 109,693,110 시도비

시군구비 496,286,150 시군구비 496,286,150 시군구비 377,162,880 시군구비 119,123,270 시군구비

지역단위처리장 건설 401-01
계 277,099,340 계 277,099,340 계 172,215,990 계 104,883,350 계

국비 153,411,770 국비 153,411,770 국비 95,356,010 국비 58,055,760 국비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
시도비 49,165,620 시도비 49,165,620 시도비 30,551,110 시도비 18,614,510 시도비

시군구비 74,521,950 시군구비 74,521,950 시군구비 46,308,870 시군구비 28,213,080 시군구비

지역단위처리장 건설 401-01
계 855,216,590 계 855,216,590 계 683,966,970 계 171,249,620 계

국비 132,290,440 국비 132,290,440 국비 105,878,150 국비 26,412,290 국비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
시도비 361,752,570 시도비 361,752,570 시도비 289,249,600 시도비 72,502,970 시도비

시군구비 361,173,580 시군구비 361,173,580 시군구비 288,839,220 시군구비 72,334,360 시군구비

지역단위처리장 건설 401-02
계 400,000,000 계 400,000,000 계 278,000,000 계 122,000,000 계

국비 280,000,000 국비 280,000,000 국비 194,600,000 국비 85,400,000 국비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
시도비 60,000,000 시도비 60,000,000 시도비 41,700,000 시도비 18,300,000 시도비

시군구비 60,000,000 시군구비 60,000,000 시군구비 41,700,000 시군구비 18,300,000 시군구비

지역단위처리장 건설 401-03
계 3,937,500 계 3,937,500 계 2,100,000 계 1,837,500 계

국비 2,756,250 국비 2,756,250 국비 1,470,210 국비 1,286,040 국비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시도비 590,630 시도비 590,630 시도비 315,000 시도비 275,630 시도비

시군구비 590,620 시군구비 590,620 시군구비 314,790 시군구비 275,830 시군구비

상하수도과-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환경부
계 2,571,922,100 계 2,571,922,100 계 928,205,380 계 1,643,716,720 계

국비 1,128,607,050 국비 1,128,607,050 국비 566,464,180 국비 562,142,870 국비

하수관거정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443,315,050 시군구비 1,443,315,050 시군구비 361,741,200 시군구비 1,081,573,850 시군구비

하수관거 정비 401-01
계 1,375,235,780 계 1,375,235,780 계 49,750,310 계 1,325,485,470 계

국비 368,798,440 국비 368,798,440 국비 13,343,040 국비 355,455,400 국비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6,437,340 시군구비 1,006,437,340 시군구비 36,407,270 시군구비 970,030,070 시군구비

하수관거 정비 401-01
계 1,103,759,830 계 1,103,759,830 계 876,561,870 계 227,197,960 계

국비 694,814,360 국비 694,814,360 국비 551,795,710 국비 143,018,650 국비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408,945,470 시군구비 408,945,470 시군구비 324,766,160 시군구비 84,179,310 시군구비

하수관거 정비 401-02
계 70,787,000 계 70,787,000 계 계 70,787,000 계

국비 49,496,600 국비 49,496,600 국비 국비 49,496,600 국비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21,290,400 시군구비 21,290,400 시군구비 시군구비 21,290,400 시군구비

하수관거 정비 401-03
계 4,211,680 계 4,211,680 계 387,200 계 3,824,480 계

국비 2,948,180 국비 2,948,180 국비 271,080 국비 2,677,100 국비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1,263,500 시군구비 1,263,500 시군구비 116,120 시군구비 1,147,380 시군구비

하수관거 정비 401-03
계 17,927,810 계 17,927,810 계 1,506,000 계 16,421,810 계

국비 12,549,470 국비 12,549,470 국비 1,054,350 국비 11,495,120 국비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5,378,340 시군구비 5,378,340 시군구비 451,650 시군구비 4,926,690 시군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