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계 4건 22,200

3월
공공시설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수동
휠체어 구입

4,200

10월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정비 4,000

마을경로당 대표 연찬회 개최 3,000

201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11,000

합계 12건 4,136,844

1월 대불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6건 61,644

2월 대불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외 14건 228,920

3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처리용 응집제 구입외 16건 170,764

4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LNG공급설비
 설치공사외 26건

161,046

5월 영암군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기술진단외 24건 454,062

6월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물
 보수공사외 22건

348,313

7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맨홀덮개
교체공사외 17건

212,910

8월
대불하수처리시설 탈수기동 시설개선
공사외 30건

342,666

9월
대불하수처리장 오수3중계펌프장
펌프교체외 20건

335,221

2011년도 기금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11년도 사회복지기금 집행내역

12월

◈ ‘11년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집행내역



10월
대불하수처리시설 고압전기설비
구매설치외 27건

456,712

11월
대불하수처리장 칩사지시설 전력설비
개선공사외 25건

                 228,815

12월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각재 이송설비
교체공사외 59건

               1,135,771

합계 24건 969,934

1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14,320

2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6,220

3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8,900

4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0,860

5월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21,350

5월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 지급 80,088

5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 장학금 지급 12,408

5월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 104,000

5월 좋은학교 육성 지원사업 지급 80,000

5월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사업 지급 170,000

5월 삼호고등학교 왕인아카데미 지원사업 지급 34,560

5월 원어민교사 지원금 지급 225,000

5월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770

5월 안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 프랑카드 제작비 지급 66

◈ ‘11년도 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



6월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21,490

6월 인재육성장학금수여식 물품구입비 지급 50

6월 인재육성장학금 장학증서등 제작비 지급 1,042

7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3,940

8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2,960

9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3,350

10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3,590

11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21,420

12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17,930

12월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15,620

합계 3건 331,000

4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군농협) 150,000

10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군농협) 51,000

11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군농협) 130,000

합계 38건               469,796

1월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 20,879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영암읍,미암
면,군서면)

6,000

◈ ‘11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5월

◈ ‘11년도 농업발전기금 집행내역



학산 매월천 정비공사 17,667

군서 월암천 정비공사 12,912

소하천정비(향월, 청후, 남송)정비공사  관급자
재대(철근)

1,335

소하천정비(향월, 청후, 남송)정비 공사 17,218

소하천정비(향월,청후,남송)정비공사 관급 자재
대 (레미콘)

6,515

소하천정비(향월,청후,남송)정비공사 관급 자재
대 (수로관)

1,142

학산 매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2,668

학산 매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Pc암거) 12,180

군서 월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2,057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덕진면) 2,000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삼호읍) 2,000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신북면) 2,000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금정면) 2,000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도포면) 2,000

수방 자재 구입 9,985

7월 아천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철근) 10,903

아천 소하천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비 460

아천 소하천 정비 공사 33,241

아천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대(레미콘) 7,898

8월 

5월

6월



시종 금지리 배수로 준설공사 29,588

망호 월산천 정비 공사 19,497

망호 월산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 (레미콘) 3,183

시종 2 배수장 배수로 준설공사 60,969

당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 (BF관) 1,626

겨울철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 9,916

풍수해(강풍) 대비 위험노거수 제거(서호면, 시
종면)

4,000

당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5,088

당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 (BF관) 27,300

당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1,109

용흥, 송평지구 배수로정비공사 14,837

용흥, 송평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BF
관)

27,226

용흥, 송평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
콘)

2,219

유호정 종오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2,859

유호정 종오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
(BF관)

37,848

구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8,018

구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BF관) 21,453

합계 18건 10,600

◈ ‘11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8월 

9월

11월

12월



모니터요원 활동비 720

소비자식뭎위생감시원활동비 1,000

5월 유통식품수거보상금 79

6월 모니터요원활동비 72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10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40

8월 실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640

유통식품소비자수거감시원활동비 880

모니터요원활동비 72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36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1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96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194

11월 유통식품수거보상금 138

실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640

유통식품소비자수거감시원활동비 1,04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126

모니터요원활동비 720

4월

7월

9월

10월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