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보조금 집행 현황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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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계속비) ) 일반회계

합 계

계 5,834,048,090 계 5,834,048,090 계 3,015,501,440 계 2,818,546,650 계

국비 700,458,460 국비 700,458,460 국비 529,304,370 국비 171,154,090 국비

시도비 2,483,099,150 시도비 2,483,099,150 시도비 1,188,375,260 시도비 1,294,723,890 시도비

시군구비 2,650,490,480 시군구비 2,650,490,480 시군구비 1,297,821,810 시군구비 1,352,668,670 시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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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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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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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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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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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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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분야 - 부문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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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사업명
세 부

(단위:원)( 이월(계속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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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