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5
단위 천원( : )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계 201,154

월1

축하화분구입o 100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221

일본 칸다정 방문기념품 구입o 165

근덕 궁촌 화물선좌초인명구조활동급식제공o 1,200

격려품 회o (2 ) 300

시책추진회의비 회o (4 ) 1,317

월2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759

관광상품구입o 468

국내외자매도시 방문기념품구입 회o (4 ) 2,173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7 ) 1,910

축하화분구입o 50

격려품구입 회o (3 ) 356

시책추진회의비 회o (13 ) 7,165

월3

제설작업참여자 급식제공o 1,167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5 ) 1,406

격려품o 500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712

행사지원 경품구입o 300

팸투어참가자 기념품구입o 840

축하화분구입o 30

불우이웃방문 위문품구입o 547

시책추진회의비 회o (15 ) 4,033

자매도시관계자 방문간담 회o (2 ) 927

시정홍보물 상품구입o 57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월4

국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o 443

시청방문 기념품구입 회o (2 ) 2,370

민원인방문 접대용 음료 구입 회o (4 ) 987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39 ) 11,709

수습행정관 간담경비o 352

일일찻집 격려품o 200

시책추진회의비 회o (13 ) 4,258

월5

축하화분구입o 100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909

방문기념품구입o 780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12 ) 3,829

시상품구입o 100

격려품o 200

영화 외출 홍보물품 구입o " " 50

시책추진회의비 회o (10 ) 3,379

일본 칸다정 방문관계자 간담경비o 425

월6

국내외자매도시 방문기념품구입 회o (2 ) 392

격려품 회o (2 ) 200

방문기념품구입 회o (3 ) 2,475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715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7 ) 1,073

가곡면민 한마음행사비지원o 2,000

각종대회출전 음료구입o 465

현충일행사 기념품구입o 2,450

시책추진회의비 회o (24 ) 9,332

독거노인방문 위문품구입o 1,426

축하화분구입o 60

강남구청 축구선수단방문 격려만찬o 923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월7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1,044

축하화분구입o 50

국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 회o (4 ) 2,184

국내자매도시방문 관계자만찬o 372

강원도민달리기대회 경품구입o 300

격려품구입o 95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4 ) 1,215

시책추진회의비 회o (26 ) 6,536

월8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1,032

축하화분구입o 100

방문기념품구입o 622

한일여성교류대표자 간담경비o 530

방폐장집단민원해소 급식비 회o (2 ) 1,794

삼척비치마라톤 일본참가 만찬o 1,480

시립합창단 격려만찬o 1,963

삼척비치마라톤자매도시 참가자 오찬o 1,104

일본 동경 코우세이어여고 핸드볼팀초청 환영만찬o 770

삼척비치마라톤 통역인 오찬o 222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8 ) 2,835

격려품구입 회o (3 ) 248

시책추진회의비 회o (39 ) 14,353

월9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744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15 ) 4,206

도민체전실사평가단 회의비 회o (2 ) 778

방문기념품구입o 600

국립발래단공연 출연진만찬o 2,916

격려품구입 회o (7 ) 740

축하화분구입o 473

시책추진회의비 회o (18 ) 5,276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월10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2,506

국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 회o (9 ) 4,880

축하화분구입o 50

태풍 나비 복구 동원인력 간식구입o " " 1,095

하장 정선 주민친선체육대회 참가비o , 1,500

조난자구조활동 급식비o 678

격려품구입o 210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7 ) 1,762

시책추진회의비 회o (25 ) 7,393

월11

축하화분구입 회o (2 ) 150

격려품구입 회o (9 ) 788

국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 회o (4 ) 1,248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1,120

일본한류여기자초청 팸투어경비o 591

향토지보내기 신문구독료o 1,200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11 ) 3,282

방문 기념품구입o 1,601

시책추진회의비 회o (27 ) 7,749

월12

민원인방문접대용 음료구입o 2,106

시책추진공무원 간담경비 회o (14 ) 5,962

축하화분구입 회o (4 ) 270

국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 회o (3 ) 1,402

세계암퇴치운동 암기금납부o 1,046

시정유공자시상 상패구입o 360

격려품구입 회o (13 ) 1,319

시책추진회의비 회o (47 ) 17,999



년도 사업별채무액현황2005
　

단위 백만원( : )

회계명 사업구분
발행

연도 사 업 명        차입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 상환종료일

총 계  건31 26,494 15,020 11,474 　

일반회계 건13 14,022 6,734 7,288 　

　

　

　

　

　

　

　

　

　

　

　

　

　

　

　

　

　

　

　

도로 교량  . 건5 7,800 4,360 3,440 　

　

　

　

　

　

1998 삼척항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 1,000 800 200 2006. 9.30

1998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 1,000 800 200 2006. 9.30

1999 삼척항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500 1,500 1,000 2007. 9.30

1999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 1,500 900 600 2007. 9.30

2001 성남 원당간 도로개설~ 1,800 360 1,440 2009. 9.30

주거환경개선  건2 522 444 78 　

　

　

1991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265 238 27 2006.12.31

1992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257 206 51 2007.12.31

하수도  건1 400 360 40 　

　 1994 성북지구 하수도정비사업 400 360 40 2006. 9.30

하수처리시설  건3 3,000 1,300 1,700 　

　

　

　

1997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00 600 400 2009. 9.30

1998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00 500 500 2010. 9.30

2001 도계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00 200 800 2013. 9.30

청사정비  건1 300 270 30 　

　 1995 노곡면청사신축 300 270 30 2006. 3.31

재해대책  건1 2,000 0 2,000 　

　 2004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 2,000 0 2,000 2019. 9. 9



회계명 사업구분
발행
연도 사 업 명        차입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 상환종료일

특별회계   건18 12,472 8,286 4,186 　

　
　
　
　
　
　
　
　
　
　
　
　
　
　
　
　
　
　
　

상수도  건18 12,472 8,286 4,186 　

　
　
　
　
　
　
　
　
　
　
　
　
　
　
　
　
　
　

1987 상수도확장공사 710 622 88 2007.12.31

1987 도계상수도공사87 114 99 15 2007.11.30

1988 도계상수도확장공사88 105 82 23 2009. 9.30

1989 도계상수도공사89 67 49 18 2009. 9.30

1990 근덕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148 92 56 2011. 9.30

1993 맑은물공급대책사업93 230 161 69 2008.12.31

1994 상수도취수장이전 640 576 64 2006. 9.30

1994 맑은물공급대책94 180 108 72 2009.12.31

1994 맑은물공급대책95 180 162 18 2006. 9.30

1995 취수장및가압장이전확장 2,500 2,000 500 2007. 9.30

1995 맑은물공급대책95 160 128 32 2007. 9.30

1995 맑은물공급대책95 160 80 80 2010.12.31

1996 맑은물공급대책96 140 98 42 2008. 9.30

1996 상수도취수장이전 및 확장 2,800 1,960 840 2008. 9.30

1997 상수도취수장이전 및 확장 3,000 1,800 1,200 2009. 9.30

1998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량 656 131 525 2013.12.31

1998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182 38 144 2013.12.31

2001 근덕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500 100 400 2013. 9.30



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집행내역2005 ,

(단위 천원: )

월 별 행 사 명 집행금액

합계 462,633

월1 해맞이이벤트행사보조금 34,230

월2 죽서문화제제례행사보조금 6,000

월2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행사보조금 8,000

월4 미수허목춘향대제행사보조금 5,000

월5 유채꽃벚꽃길따라 자전거대행진행사보조금 30,000

월8 삼척비치마라톤대회보조금 134,710

월8 한여름밤의 음악회행사보조금 25,000

월9 코스모스축제보조금 6,000

월9 이승휴 제왕운기문화제행사보조금. 5,000

월9 삼척종합예술제보조금 50,000

월10 하장고랭지배추축제운영보조금 25,000

월10 신기환선제보조금 25,000

월10 제 회 환선굴자연보호등산대회보조금2 30,000

월11 삼척관광사진공모전보조금 30,000

월12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행사보조금 38,693



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집행내역2005

단위 천원( : )

월별 사 업 명 집행금액

합계 6,186,254

월1 핸드볼팀운영 및 학교체육입상포상금지원 254,692

월1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지원 211,377

월1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140,000

월1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50,000

월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원 51,570

월1 장애인주간보호소운영비지원 47,513

월1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지원 11,984

월1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지원 58,000

월1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비지원 18,000

월1 이동목욕차량운영비지원 32,306

월1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지원 70,403

월1 조건부신고시설운영비지원 14,529

월1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비지원 101,059

월1 경로당운영지원 난방비 등( ) 263,080

월1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육료 간식비지원. 2,265,319

월1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운영지원 57,600

월1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0,000

월2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지원 30,818

월2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지원 6,666

월2 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지원 20,000

월2 청소년어울마당행사지원 15,000

월2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25,000



월별 사 업 명 집행금액

월2 자활근로사업비지원 270,000

월2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비지원 120,000

월2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 65,176

월2 경로식당운영비지원 155,340

월2 아동급식지원 204,108

월2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비지원 71,100

월2 정월대보름맞이민속행사지원 5,400

월2 시장기대회및각종종목별 체육대회유치출전지원 116,567

월3 풍년기원열린음악회행사지원 500

월3 삼척문화원사랑방운영지원 11,000

월3 소년체전학교별훈련지원 10,000

월3 도계영등제개최지원 5,000

월3 삼척문화원향토문화사업지원 38,000

월3 산양서원 제의다례제지원 1,500

월3 복권기금방문도우미사업지원 155,527

월3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24,000

월3 시각장애인점자교실운영비지원 2,400

월4 코리안리그전국실업핸드볼대회개최 25,000

월4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원 19,023

월4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지원 10,000

월4 고품격관광음식점육성지원 7,500

월5 어린이날기념행사지원 8,000

월5 강원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 99,520



월별 사 업 명 집행금액

월5 삼척청소년종합예술제행사지원 15,000

월5 노인장수체육대학운영지원 5,556

월5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지원 13,000

월5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운영비지원 6,200

월5 푸드뱅크사업지원 1,300

월5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운영비지원 3,000

월5 종합사회복지관 중증장애인운영지원 30,000

월5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8,586

월5 농림사업지원 28,588

월6 미로단오제 및 면민축제지원 9,000

월6 삼척향교 행사운영지원 7,200

월6 어린이체능교실운영지원 5,176

월6 청소년체련교실운영지원 5,176

월6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지원 3,000

월6 시각장애인소리신문보급사업지원 1,280

월6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지원 13,834

월6 모범근로자해외연수견학지원 4,789

월7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11,228

월7 문화학교운영지원 18,000

월7 삼척문학축제지원 1,000

월7 청소년선도보호감시단순찰운영지원 3,000

월7 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

월7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운영비지원 100,000



월별 사 업 명 집행금액

월7 농가도우미사업지원 2,688

월7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지원 10,000

월7 산림조합운영비지원 6,600

월8 해변시낭송회지원 500

월8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48,800

월8 농업인단체하계수련대회지원 10,000

월8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10,000

월8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참가지원 4,400

월9 노인정보화사업지원 6,480

월9 강원노인일자리박람회참가지원 4,168

월9 향토음식맥잇기시범사업지원 10,000

월9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운영지원 18,000

월9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연극 무용 지원( , ) 29,750

월9 이승휴 제왕운기문화제지원. 25,000

월10 우수중소기업 포장디자인개발지원 5,000

월10 우수공예품상품화 지원 16,000

월10 영세기업판로지원 5,000

월10 청소년민속예술시범학교운영지원 8,700

월10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운영지원 1,540

월10 삼척시노인회장기게이트볼대회지원 3,000

월11 자율방범연합대운영지원 15,000

월11 바르게살기운동전국대회참가지원 3,000

월11 국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지원. 90,000



월별 사 업 명 집행금액

월11 아동급식시설취사장비지원 6,000

월11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지원 10,000

월11 여성생활체육대회지원 2,760

월11 평생교육정보관도서구입지원 23,000

월12 보육시설교재 교구구입 및 연료비지원. 32,400

월12 보육시설저소득아동건강검진비지원 1,870

월12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2,000

월12 장애인문화체육동아리활동지원 6,000

월12 어업용면세유가 인상차액분사업지원 186,229

월12 국가보증벼종자보급종채종포사업지원 1,559

월12 농촌여성일감갖기 포장개선사업지원 20,000

월12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0,000

월12 임산물저장 시설지원사업지원 10,000

월12 무형문화제전승활동사업지원 2,200

월12 삼척예총지발간지원 1,000

월12 핸드볼큰잔치대회개최지원 1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