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개발과 19,147,108 26,546,756 △7,399,648

국            356,000

광          2,102,000

도              7,500

군         16,681,608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5,207,480 6,837,980 △1,630,500

국              6,000

군          5,201,480

도시기반시설 확충 4,188,680 6,807,180 △2,618,500

국              6,000

군          4,182,680

도시계획 도로개설 3,964,140 5,473,840 △1,509,7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63,140 5,472,840 △1,509,700

01 시설비 3,950,000 5,460,000 △1,510,000

  ○ 한국병원-평남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270m, B=8.0-15.0m)               750,000

  ○ 해남읍교회- 법운정사간 도시시계획도로 개
     설사업(L=210m, B=8.0m               700,000

  ○ 해남천(신명아파트 앞)교량가설(L=35m, B=15
     .0m)             1,500,000

  ○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 마운틴마트-새시대아파트구간 도시계획도로(
     L=220m, B=15.0m)               600,000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10필지)
              200,000

       750,000,000*1식

       700,000,000*1식

       1,500,000,000*1식

       600,000,000*1식

       2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13,140 12,840 300

  ○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부대비                13,140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212,540 1,333,340 △1,120,8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2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 도시계획도로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안내판,
     표지판 등)                10,000       10,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02,540 1,322,540 △1,120,000

01 시설비 190,000 1,310,000 △1,120,000

  ○ 터미널 로터리 주변 인도보수(L=55m)
               20,000

  ○ 해리교~천변교 경계석 설치(260m)                20,000

  ○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
     반사경, 차선도색, 인도보수, 도로소파)

               50,000

       20,000,000*1식

       5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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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 골목길 정비
     사업               100,000       1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12,540 12,540 0

  ○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2,540       2대*5일*418,000*3회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사업 12,000 0 12,000

국              6,000

군              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 0 12,000

국              6,000

군              6,000

01 시설비 12,000 0 12,0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000

국              6,000

군              6,000

도시계획 정비 1,018,800 30,800 988,000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018,800 30,800 988,000

201 일반운영비 28,800 30,800 △2,000

01 사무관리비 28,800 30,800 △2,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소모품구입
                5,000

  ○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6,600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0

  ○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13,000

       5,000,000

  6,600,000*1식

  70,000*10인*6회

  1,300,000*10회

207 연구개발비 990,000 0 990,000

01 연구용역비 990,000 0 990,000

  ○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고도·남외지구
     )               440,000

  ○ 관리지역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
              550,000

       440,000,000*1식

       550,000,000*1식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1,454,225 1,426,397 27,828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12,053 884,806 27,247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12,053 884,806 27,247

201 일반운영비 506,053 354,853 151,200

01 사무관리비 4,428 4,428 0

  ○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구입비
                  900

  ○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3,528

       150,000*3명*2회

       7,000*3인*14일*12월

02 공공운영비 501,625 350,425 151,200

  ○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10,645

    ― 유류대                 8,185

    ― 수리비                 2,000

  1,637*5,000리터

  2,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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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보험료                   400

    ― 검사료                    60

  ○ 가로등 전기요금               487,200

  ○ 가로등 정기검사료                 3,780

  400,000*1식

  60,000*1식

  5,800*7,000등*12월

  4,500*840등

202 여비 6,000 7,200 △1,200

01 국내여비 6,000 7,200 △1,200

  ○ 가로등 시스템 구축 및 관리표찰 부착여비
                1,200

  ○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4,800

       20,000*1인*5일*12월

       10,000*2인*20일*12월

206 재료비 74,000 80,000 △6,000

01 재료비 74,000 80,000 △6,000

  ○ 가로등 정비(안정기외 11종)                50,000

  ○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
               24,000

  50,000,000

       60,000*400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326,000 442,753 △116,753

01 시설비 324,000 436,800 △112,800

  ○ 경관가로등 설치               180,000

    ― 살기좋은 송호마을                15,000

    ― 공룡화석지 진입로               120,000

    ― 읍면 시가지                45,000

  ○ 농어촌 일반가로등 설치 및 보수               144,000

    ― 마을안길 및 선착장 신규설치
              120,000

    ― 노후강관주 교체                24,000

  1,500,000*10등

  5,000,000*24등

  1,500,000*30등

         1,200,000*100등

  800,000*30등

03 시설부대비 2,000 5,953 △3,953

  ○ 가로등사업 추진 부대비                 2,000  2,000,000

옥외광고물 관리 81,212 88,200 △6,988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81,212 88,200 △6,988

101 인건비 16,200 16,2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00 16,200 0

  ○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6,300

  ○ 4대 보험금                   540

  ○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9,100

  ○ 4대 보험금                   260

       35,000*1명*15일*12월

  540,000

       35,000*1명*5일*4회*13면

  260,000

201 일반운영비 5,012 0 5,012

01 사무관리비 5,012 0 5,012

  ○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1,512

  ○ 옥외광고물 정비                 3,500

       70,000*2명*12월*90%

  250,000*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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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72,000 △12,000

01 시설비 60,000 72,000 △12,000

  ○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00  10,000,000*6개소

경관자원보존관리 460,960 453,391 7,569

도시경관조성 460,960 453,391 7,569

101 인건비 22,560 14,160 8,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60 14,160 8,400

  ○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5,040

  ○ 4대 보험금                   480

  ○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소공원 관리
                8,400

  ○ 4대 보험금                   240

  ○ 공원 및 가로화단 잡초제거 인부임
                4,200

  ○ 가로변화단 계절꽃식재 인부임
                4,200

  42,000*10일*12월

  480,000

       35,000*3명*2일*10개소*4회

  240,000

       35,000*30명*1일*4회

       35,000*30명*1일*4회

201 일반운영비 24,950 37,551 △12,601

01 사무관리비 10,850 8,512 2,338

  ○ 경관위원회 수당                 2,100

  ○ 경관사업부지 경계측량수수료
                8,000

  ○ 서림공원 잔디깍기 칼날구입                   750

  70,000*15인*2회

       400,000*20필지

  75,000*10개

02 공공운영비 14,100 29,039 △14,939

  ○ 서림공원 화장실 분뇨처리
                1,000

  ○ 서림공원 화장실 전기요금                 1,200

  ○ 서림공원 화장실 상수도요금                 1,500

  ○ 서림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000

  ○ 서림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8,000

  ○ 공원관리용 예취기 유류대
                  400

       250,000*2개소*2회

  100,000*12월

  125,000*12월

       1,000,000*2개소

       2,000,000*4개소

       2,000*20리터*10회

206 재료비 24,000 0 24,000

01 재료비 24,000 0 24,000

  ○ 도로섬 계절꽃 구입
               24,000       1,500*2,000개*4개소*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388,000 394,680 △6,680

01 시설비 385,000 390,000 △5,000

  ○ 서림공원내 안내간판 정비                10,000

  ○ 서림공원 단군전 앞 정비                40,000

  ○ 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               300,000

  10,000,000*1식

  40,000,000*1식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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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경관자원보존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읍 시가지 가로수 화단 조성
               20,000

  ○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관리
               15,000

       20,000,000*1개소

       15,000,000

03 시설부대비 3,000 4,680 △1,680

  ○ 경관사업 추진부대비                 3,000  3,000,000

405 자산취득비 1,450 7,000 △5,5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 7,000 △5,550

  ○ 공원관리 예취기 구입                   700

  ○ 엔진 전정기 구입                   750

  700,000*1대

  750,000*1대

낙후지역균형개발 8,218,300 9,154,800 △936,500

광          2,102,000

군          6,116,3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02,000 3,003,000 △1,000

광          2,102,000

군            900,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02,000 3,003,000 △1,000

광          2,102,000

군            9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2,000 3,003,000 △1,000

광          2,102,000

군            900,000

01 시설비 2,992,000 2,992,189 △189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면)             2,992,000

광          2,102,000

군            89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10,811 △811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대비                10,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5,169,300 6,037,800 △868,5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집중) 500,000 5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0

01 시설비 500,000 500,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집중)               500,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세부) 2,797,500 3,100,400 △302,9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97,500 3,100,400 △302,900

01 시설비 2,789,000 2,955,000 △166,000

  ○ 마을 진입로 정비               815,000

    ― 해남 고수 진입로 정비(L=120m)
               40,000

    ― 해남 연동 진입로 정비(L=200m)
               18,000

    ― 해남 남천 옹벽 설치 공사
               20,000

         40,000,000*1식

         18,000,000*1식

         2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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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목신 진입로 정비(L=200m)
               20,000

    ― 화산 연정 진입로 정비(L=500m)
               30,000

    ― 화산 탄동 진입로 정비(L=300m)
               25,000

    ― 현산 월송지구 진입로 정비 (증산,매화,송
       촌)(L=1000m)                40,000

    ― 현산 조산 옹벽 설치 공사
               10,000

    ― 송지 신기 진입로 정비(L=1200m)
               40,000

    ― 송지 장춘 진입로 정비(L=800m)
               30,000

    ― 북평 남성 진입로 정비(L=550m)
               30,000

    ― 북평 신평 진입로 정비(L=540m)
               23,000

    ― 북일 신방 진입로 정비(L=200m)
               35,000

    ― 북일 원동 진입로 정비(L=500m)
               25,000

    ― 북일 금당 옹벽설치 공사                10,000

    ― 옥천 신죽 진입로 정비(L=300m)
               25,000

    ― 옥천 용동 진입로 정비(L=200m)
               16,000

    ― 옥천 청신 진입로 정비(L=200m)
               25,000

    ― 계곡 강절 진입로 정비(L=1000m)
               30,000

    ― 계곡 용지 진입로 정비(L=1000m)
               30,000

    ― 마산 신기 진입로 정비(L=1500m)
               30,000

    ― 마산 외호 진입로 정비(L=600m)
               30,000

    ― 황산 호동(관두) 진입로 정비(L=10m)
               18,000

    ― 황산 내산 진입로 정비(L=250m)
               25,000

    ― 황산 와등 진입로 정비(L=500m)
               25,000

    ― 산이 반송 진입로 정비(L=125m)
               25,000

    ― 산이 송천 진입로 정비(L=100m)
               20,000

         20,000,000*1식

         30,000,000*1식

         25,000,000*1식

         40,000,000*1식

         10,000,000*1식

         4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23,000,000*1식

         35,000,000*1식

         25,000,000*1식

  10,000,000*1식

         25,000,000*1식

         16,000,000*1식

         25,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18,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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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외송 진입로 정비(L=100m)
               25,000

    ― 산이 학림 진입로포장(L=200m)                20,000

    ― 문내 명안 진입로 정비(L=500m)
               25,000

    ― 화원 마천 진입로 정비(L=500m)
               30,000

    ― 화원 섬동 진입로 정비(L=200m)
               20,000

  ○ 마을 안길 정비             1,005,000

    ― 해남 구교 안길 정비                15,000

    ― 해남 안동 안길 정비                20,000

    ― 해남 용정 안길 정비                30,000

    ― 해남 남천 안길 정비                25,000

    ― 삼산 계동 안길 정비                25,000

    ― 삼산 창리 안길정비                25,000

    ― 삼산 상금 안길 정비                25,000

    ― 삼산 저산 안길 정비                10,000

    ― 화산 평발 안길 정비                25,000

    ― 화산 봉저 안길 정비                30,000

    ― 화산 사포 안길 정비                34,000

    ― 화산 연곡 안길 정비                30,000

    ― 현산 고담 안길 정비                10,000

    ― 현산 구산 안길 정비                25,000

    ― 현산 금제 안길 정비                25,000

    ― 현산 봉림 안길 정비                25,000

    ― 현산 상구시 안길 정비                15,000

    ― 송지 강남 안길 정비                25,000

    ― 송지 송호 안길 정비                15,000

    ― 송지 중리 안길 정비                10,000

    ― 송지 치소 안길 정비                15,000

    ― 송지 해원 안길 정비                25,000

    ― 북평 신기 안길 정비                28,000

    ― 북평 차경 안길 정비                 8,000

    ― 북일 금당 안길 정비                20,000

    ― 북일 방산 안길 정비                30,000

    ― 옥천 서원 안길 정비                12,000

    ― 옥천 성산 안길 정비                25,000

    ― 옥천 조운 안길 정비                10,000

    ― 옥천 팔산 안길 정비                30,000

    ― 계곡 대운 안길 정비                25,000

    ― 계곡 방춘 안길 정비                15,000

    ― 계곡 신촌 안길 정비                25,000

         25,000,000*1식

         25,000,000*1식

         30,000,000*1식

         20,000,000*1식

  15,000,000*1식

  20,000,000*1식

  30,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10,000,000*1식

  25,000,000*1식

  30,000,000*1식

  34,000,000*1식

  30,000,000*1식

  10,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15,000,000*1식

  25,000,000*1식

  15,000,000*1식

  10,000,000*1식

  15,000,000*1식

  25,000,000*1식

  28,000,000*1식

  8,000,000*1식

  20,000,000*1식

  30,000,000*1식

  12,000,000*1식

  25,000,000*1식

  10,000,000*1식

  30,000,000*1식

  25,000,000*1식

  15,000,000*1식

  25,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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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맹진 안길 정비                40,000

    ― 마산 안정 안길 정비                30,000

    ― 황산 교동 안길 정비                20,000

    ― 황산 덕암 안길 정비                30,000

    ― 문내 사교 안길 정비                13,000

    ― 문내 양정  안길 정비                10,000

    ― 문내 일정  안길 정비                30,000

    ― 문내 임하  안길 정비                30,000

    ― 화원 가마 안길 정비                25,000

    ― 화원 구림 안길 정비                25,000

    ― 화원 석호 안길 정비                20,000

    ― 화원 인지 안길정비 공사                20,000

  ○ 해남 관동 소교량 설치               100,000

  ○ 쉼터 신설               715,000

    ― 해남 월교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삼산 목신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삼산 장춘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산 흑석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산 명성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산 안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산 재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현산 신방 마을쉼터 신설                13,000

    ― 현산 공북 마을쉼터 신설                13,000

    ― 현산 황산 마을쉼터 신설                13,000

    ― 현산 봉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장춘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삼마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동현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서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미학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어란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평 동촌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평 동해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일 만월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일 신월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일 원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일 삼성 마을쉼터 신설                13,000

    ― 옥천 향촌 마을쉼터 신설                13,000

    ― 옥천 송운 마을쉼터 신설                13,000

    ― 옥천 영신 마을쉼터 신설                13,000

    ― 옥천 영안 마을쉼터 신설                13,000

  40,000,000*1식

  30,000,000*1식

  20,000,000*1식

  30,000,000*1식

  13,000,000*1식

  1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25,000,000*1식

  25,000,000*1식

  20,000,000*1식

  20,000,000*1식

  100,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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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옥천 학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용지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산호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대운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무이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신성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추당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오호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신당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원덕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만년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연자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와등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징의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초월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구성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금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예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초두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중촌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원문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일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선두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삼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동외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명안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신창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원 장평 마을쉼터 신설                13,000

  ○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40,000

    ― 해남 기동 승강장 신설                10,000

    ― 삼산 계동 승강장 신설                10,000

    ― 화산 해창 승강장 신설(새마을동네)
               10,000

    ― 현산 상구시 승강장 신설                10,000

    ― 송지 현안 승강장 신설                10,000

    ― 북평 동촌(차부) 승강장 신설
               10,000

    ― 북일 용산 승강장 교체                10,000

    ― 옥천 학동  승강장 교체                10,000

    ― 계곡 잠두 승강장 신설                10,000

    ― 마산 안정 승강장 신설                10,000

    ― 황산 춘정 승강장 신설                10,000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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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부동(용동) 승강장 신설
               10,000

    ― 문내 예락 승강장 신설                10,000

    ― 화원 학상 승강장 신설                10,000

  ○ 간이승강장 정비공사                14,000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8,500 145,400 △136,900

  ○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부대비                 8,5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자본보조) 1,145,000 1,055,000 90,000

402 민간자본이전 1,145,000 1,055,000 90,000

01 민간자본보조 1,145,000 1,055,000 90,000

  ○ 주민생활편익사업(집중)               500,000

  ○ 마을회관 신축               180,000

    ― 송지 미야 마을회관 신축                60,000

    ― 옥천 영춘1  마을회관 신축
               60,000

    ― 문내 예락 마을회관 신축                60,000

  ○ 마을회관 보수               236,000

    ― 해남 고도 마을회관 보수                10,000

    ― 해남 관동 마을회관 보수                 5,000

    ― 해남 남동 마을회관 보수                 5,000

    ― 해남 남천 마을회관 보수                 8,000

    ― 해남 부호 마을회관 보수                10,000

    ― 해남 읍내 마을회관 보수                 5,000

    ― 해남 안동 마을회관 보수                 6,000

    ― 삼산 신리 마을회관 보수                 8,000

    ― 삼산 중리 마을회관 보수                 8,000

    ― 현산 고담 마을회관 보수                 8,000

    ― 현산 하구시 마을회관 보수
                7,000

    ― 현산 송촌 마을회관 보수 공사
               10,000

    ― 송지 해원 마을회관 보수                10,000

    ― 송지 사구 마을회관 보수 공사
               15,000

    ― 북평 용수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일 금당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일 방산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일 신방 마을회관 보수                 5,000

    ― 옥천 신계 마을회관  보수                 5,000

    ― 계곡 장소 마을회관 보수                 7,000

    ― 계곡 황죽  마을회관 보수                 8,000

    ― 황산 내산 마을회관 보수                 6,000

    ― 황산 산동 마을회관 보수                 5,000

  60,000,000*1식

         60,000,000*1식

  60,000,000*1식

  10,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8,000,000*1식

  10,000,000*1식

  5,000,000*1식

  6,000,000*1식

  8,000,000*1식

  8,000,000*1식

  8,000,000*1식

         7,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5,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7,000,000*1식

  8,000,000*1식

  6,000,000*1식

  5,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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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징의 마을회관 보수                10,000

    ― 황산 춘정 마을회관 보수                15,000

    ― 산이 송천 마을회관 보수                15,000

    ― 산이 노송 마을회관 보수                 7,000

    ― 문내 공영 마을회관 보수                 5,000

    ― 문내 동내 마을회관 보수                 4,000

    ― 문내 신창 마을회관 보수                 4,000

    ― 화원 장평 마을회관 보수                 5,000

    ― 화원 학상 마을회관 보수                 5,000

  ○ 마을 다목적창고신축                84,000

    ― 북평 남창 다목적창고 신축
               42,000

    ― 황산 성산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42,000

  ○ 화장실 신축               140,000

    ― 송지 송호 화장실 신축                10,000

    ― 북평 신기 화장실 신축                10,000

    ― 북평 신용 화장실 신축                10,000

    ― 북일 내동 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황죽 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사정 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신기 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여수 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덕정 화장실 신축 공사
               10,000

    ― 황산 소정 화장실 신축                10,000

    ― 황산 우항 화장실  신축                10,000

    ― 황산 청용 화장실 신축                10,000

    ― 황산 한아 화장실 신축 공사
               10,000

    ― 산이 대진 화장실 신축                10,000

  ○ 화장실 보수                 5,000

    ― 옥천 용동 화장실 보수                 5,000

  10,000,000*1식

  15,000,000*1식

  15,000,000*1식

  7,000,000*1식

  5,000,000*1식

  4,000,000*1식

  4,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42,000,000*1식

         42,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5,000,000*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읍.면) 726,800 1,382,400 △655,600

206 재료비 140,000 780,000 △640,000

01 재료비 140,000 780,000 △640,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읍면)
              140,000       10,000,000*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586,800 602,400 △15,600

01 시설비 430,000 430,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읍면)               430,000

    ― 해남읍                40,000

    ― 13개면               390,000

  40,000,000*1식

  30,000,000*1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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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56,800 172,400 △15,6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읍면)               156,8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40,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읍면)
               16,800

         10,000,000 * 14개읍면

         1,200,000*14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47,000 114,000 △67,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47,000 114,000 △67,000

201 일반운영비 47,000 114,000 △67,000

01 사무관리비 40,000 40,000 0

  ○ 새마을도로  관리                40,000

    ― 새마을도로 이전등기 수수료
               11,000

    ― 새마을도로 측량 수수료                29,000

         11,000,000*1식

  29,000,000*1식

02 공공운영비 7,000 74,000 △67,000

  ○ 간이승강장 유지 관리비                 7,000  14개읍면*500,000

지역 혁신 역량 강화 4,174,303 9,034,655 △4,860,352

국            350,000

도              7,500

군          3,816,803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3,248,721 7,343,036 △4,094,315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3,248,721 7,343,036 △4,094,315

201 일반운영비 10,000 14,900 △4,900

01 사무관리비 10,000 14,900 △4,900

  ○ 테마촌 홍보(홍보물 제작, 신문광고 등)
               10,000       10,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3,238,721 7,264,616 △4,025,895

01 시설비 3,230,000 6,931,000 △3,701,000

  ○ 테마촌 조성사업(토목, 건축)
            3,230,000       3,23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8,721 2,056 6,665

  ○ 테마촌 조성 부대비                 8,721  8,721,000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141,200 670,400 △529,200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41,200 290,400 △149,200

201 일반운영비 1,200 4,500 △3,300

01 사무관리비 1,200 3,000 △1,800

  ○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수당
                1,200       100,000*4명*3회

402 민간자본이전 140,000 280,000 △140,000

01 민간자본보조 140,000 28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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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단위: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140,000       20,000,000*7개 마을

행복마을 조성사업 10,000 17,700 △7,700

정주여건 개선 10,000 17,700 △7,7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0 10,000

01 시설비 10,000 0 10,000

  ○ 행복마을 옥외간판 정비                10,000  5,000,000*2개소

전원마을조성 767,382 975,714 △208,332

국            350,000

도              7,500

군            409,882

전원마을조성 767,382 975,714 △208,332

국            350,000

도              7,500

군            409,882

207 연구개발비 20,000 0 20,000

01 연구용역비 20,000 0 20,000

  ○ 거점면소재지개발 연구용역비
               20,000       20,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747,382 975,714 △228,332

국            350,000

도              7,500

군            389,882

01 시설비 743,782 970,197 △226,415

  ○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 시설공사               743,782

국            350,000

도              7,500

군            386,282

03 시설부대비 3,600 5,517 △1,917

  ○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 부대비                 3,600

도시민 유치 활성화 7,000 18,680 △11,680

도시민 유치 활성화 추진 7,000 18,680 △11,680

201 일반운영비 7,000 13,680 △6,680

01 사무관리비 7,000 9,280 △2,280

  ○ 도시민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향우회, 기업
     체 등)                 3,000

  ○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신문, 방송광고 등
     )                 3,000

  ○ 도시민 유치관련 서한문 발송
                1,000

       1,000,000*3회

       1,500,000*2회

       250*2,000명*2회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82,000 82,124 △124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4,200 4,200 0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4,200 4,200 0

- 13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9인)
                4,200       350,000*12월

기본경비(지역개발과) 77,800 77,924 △124

기본경비(도시개발) 40,132 37,772 2,360

201 일반운영비 24,292 22,292 2,000

01 사무관리비 24,292 22,292 2,000

  ○ 부서운영비(총액)                19,000

  ○ 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292       7,000*7인*9일*12월

202 여비 15,840 15,480 360

01 국내여비 15,840 15,480 360

  ○ 관내여비                10,080

  ○ 관외여비                 5,760

  20,000 * 6인 * 7일 * 12월

  80,000 * 3인 * 2일 * 12월

기본경비(경관조성) 16,776 18,336 △1,560

201 일반운영비 4,536 4,536 0

01 사무관리비 4,536 4,536 0

  ○ 경관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536       7,000*6인*9일*12월

202 여비 12,240 13,800 △1,560

01 국내여비 12,240 13,800 △1,560

  ○ 관내여비                 8,400

  ○ 관외여비                 3,840

  20,000 * 5인 * 7일 * 12월

  80,000 * 2인 * 2일 * 12월

기본경비(지역진흥) 9,228 10,908 △1,680

201 일반운영비 2,268 2,268 0

01 사무관리비 2,268 2,268 0

  ○ 지역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268       7,000*3인*9일*12월

202 여비 6,960 8,640 △1,680

01 국내여비 6,960 8,640 △1,680

  ○ 관내여비                 5,040

  ○ 관외여비                 1,920

  20,000 * 3인 * 7일 * 12월

  80,000 * 1인 * 2일 * 12월

기본경비(행복마을) 11,664 10,908 756

201 일반운영비 3,024 2,268 756

01 사무관리비 3,024 2,268 756

  ○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024       7,000*4인*9일*12월

202 여비 8,640 8,6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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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8,640 8,640 0

  ○ 관내여비                 6,720

  ○ 관외여비                 1,920

  20,000 * 4인 * 7일 * 12월

  80,000 * 1인 * 2일 * 12월

읍.면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10,800 10,800 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0,800 10,800 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0,800 10,800 0

101 인건비 10,800 10,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800 10,800 0

  ○ 도시계획도로내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0,500

  ○ 4대 보험금                   300

       35,000*10인*30일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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