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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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개발과 18,505,037 19,147,108 △642,071

광          3,525,000

도            181,500

군         14,798,537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7,213,639 5,207,480 2,006,159

광            955,000

군          6,258,639

도시기반시설 확충 7,194,639 4,188,680 3,005,959

광            955,000

군          6,239,639

도시계획 도로개설 5,572,016 3,964,140 1,607,876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71,016 3,963,140 1,607,876

01 시설비 5,560,000 3,950,000 1,610,000

  ○ 해남공고-서림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380m, B=15.0m)               700,000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10필지)
              200,000

  ○ 웅진빌라- 해리교간 도시시계획도로 개설사
     업(L=480m, B=8-12m)             1,500,000

  ○ 북평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65m, B=8
     -10m)               200,000

  ○ 신안진입로 개설공사(L=550m, B=10.0m)
              660,000

  ○ 베르사유-해남오피스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보상금(L=180m, B=15.0m)

            1,300,000

  ○ 북부순환도로-우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
     설사업 보상금(L=220m, B=12.0m)

            1,000,000

       700,000,000*1식

       200,000,000*1식

       1,500,000,000*1식

       200,000,000*1식

       660,000,000*1식

       1,300,000,000*1식

       1,0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11,016 13,140 △2,124

  ○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부대비                11,016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661,270 212,540 4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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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270 202,540 448,730

01 시설비 636,000 190,000 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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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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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

  ○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00,000

  ○ 선비골-유성슈퍼간 인도정비공사(L=360m, B=
     2.0m)                80,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구입
                3,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
                3,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토지매입
     비 1필지)               200,000

       200,000,000*1식

       100,000,000*1식

       80,000,000*1식

       30,000*100포

       60,000*50포

       20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15,270 12,540 2,730

  ○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2,540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부대비                 2,730

       2대*5일*418,000*3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961,353 0 961,353

광            955,000

군              6,353

401 시설비및부대비 961,353 0 961,353

광            955,000

군              6,353

01 시설비 955,000 0 955,000

  ○ 해남읍 자전거도로 개설사업(4km)               955,000

광            955,000

03 시설부대비 6,353 0 6,353

  ○ 해남읍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부대비                 6,353

도시계획 정비 19,000 1,018,800 △999,800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9,000 1,018,800 △999,800

201 일반운영비 19,000 28,800 △9,800

01 사무관리비 19,000 28,800 △9,800

  ○ 도시계획관련 소모품 구입(전산용품 등)                 5,000

  ○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3,300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0

  ○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6,500

  3,300,000*1식

  70,000*10인*6회

  1,300,000*5회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2,185,852 1,454,225 731,627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17,933 912,053 5,880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17,933 912,053 5,880

201 일반운영비 526,933 506,053 20,880

01 사무관리비 4,428 4,428 0

  ○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구입비
                  900       150,000*3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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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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3,528       7,000*3인*14일*12월

02 공공운영비 522,505 501,625 20,880

  ○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10,645

    ― 유류대                 8,185

    ― 수리비                 2,000

    ― 보험료                   400

    ― 검사료                    60

  ○ 가로등 전기요금               508,080

  ○ 가로등 정기검사료                 3,780

  1,637*5,000리터

  2,000,000*1식

  400,000*1식

  60,000*1식

  5,800*7,300등*12월

  4,500*840등

202 여비 6,000 6,000 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 가로등 시스템 구축 및 관리표찰 부착여비
                1,200

  ○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4,800

       20,000*1인*5일*12월

       10,000*2인*20일*12월

206 재료비 75,000 74,000 1,000

01 재료비 75,000 74,000 1,000

  ○ 가로등 정비(안정기외 11종)                50,000

  ○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
               25,000       50,000*500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310,000 326,000 △16,000

01 시설비 308,000 324,000 △16,000

  ○ 선착장 가로등 설치                80,000

  ○ 성폭력 예방 가로등 설치                18,000

  ○ 농어촌 일반가로등 설치 및 보수               210,000

    ― 마을안길 신규설치               140,000

    ― 노후 강관주 교체                40,000

    ― 가로등 표찰 부착                30,000

  4,000,000*20등

  1,200,000*15개소

  700,000*200등

  800,000*50등

  5,000*6,000등

03 시설부대비 2,000 2,000 0

  ○ 가로등사업 추진 부대비                 2,000

옥외광고물 관리 52,845 81,212 △28,367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52,845 81,212 △28,367

101 인건비 19,345 16,200 3,14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345 16,200 3,145

  ○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8,880

  ○ 4대 보험료                   570

  ○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9,620

  ○ 4대 보험금                   275

       37,000*1명*20일*12월

  570,000*1명

       37,000*1명*5일*4회*13면

  275,000*1명

201 일반운영비 3,500 5,0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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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3,500 5,012 △1,512

  ○ 옥외광고물 정비                 3,500  250,000*14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60,000 △30,000

01 시설비 30,000 60,000 △30,000

  ○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30,000  10,000,000*3식

경관자원보존관리 1,215,074 460,960 754,114

도시경관조성 1,215,074 460,960 754,114

101 인건비 32,674 22,560 10,11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74 22,560 10,114

  ○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5,280

  ○ 4대 보험금                   500

  ○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소공원 관리
                8,880

  ○ 4대 보험금                   254

  ○ 공원 및 가로화단 잡초제거인부임
                8,880

  ○ 가로변화단 계절꽃 식재 인부임
                8,880

  44,000*10일*12월

  500,000*1인

       37,000*3명*2일*10개소*4회

  254,000*1인

       37,000*30명*2일*4회

       37,000*30명*2일*4회

201 일반운영비 25,400 24,950 450

01 사무관리비 10,850 10,850 0

  ○ 경관위원회 수당                 2,100

  ○ 경관사업부지 경계측량수수료
                8,000

  ○ 서림공원 잔디깍기 칼날구입                   750

  70,000*15인*2회

       400,000*20필지

  75,000*10개

02 공공운영비 14,550 14,100 450

  ○ 서림공원 관리                 5,700

    ― 분뇨처리비                 1,000

    ― 전기요금                 1,200

    ― 상수도요금                 1,500

    ― 유지관리                 2,000

  ○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검사료                   450

  ○ 서림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8,000

  ○ 공원관리용 예취기 유류대
                  400

  250,000*2개*2회

  100,000*12월

  125,000*12월

  1,000,000*2개소

  150,000*3개소

       2,000,000*4개소

       2,000*20리터*10회

206 재료비 24,000 24,000 0

01 재료비 24,000 24,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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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연구개발비 450,000 0 450,000

01 연구용역비 450,000 0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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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경관자원보존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0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150,000

       300,000,000*1식

       150,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683,000 388,000 295,000

01 시설비 680,000 385,000 295,000

  ○ 서림공원 편입부지 확장 조성
              100,000

  ○ 남외 어린이공원 조성               200,000

  ○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               180,000

  ○ 학동사거리 도로공원 조성
               80,000

  ○ 고도사거리 ∼ 호천간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100,000

  ○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관리                20,000

       100,000,000*1개소

  200,000,000*1개소

  60,000,000*3개소

       80,000,000*1개소

       100,000,000*1개소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 경관사업 추진 부대비                 3,000

낙후지역균형개발 5,506,000 8,218,300 △2,712,300

광          1,100,000

군          4,406,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71,000 3,002,000 △1,431,000

광          1,100,000

군            471,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71,000 3,002,000 △1,431,000

광          1,100,000

군            47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1,000 3,002,000 △1,431,000

광          1,100,000

군            471,000

01 시설비 1,563,145 2,992,000 △1,428,855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면)
            1,563,145       1,563,145,000

광          1,100,000

군            463,145

03 시설부대비 7,855 10,000 △2,145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대비                 7,855  7,855,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3,911,000 5,169,300 △1,2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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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0*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세부) 1,873,000 2,797,500 △924,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73,000 2,797,500 △9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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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866,000 2,789,000 △923,000

  ○ 마을 진입로 정비               628,000

    ― 해남 남천 진입로정비(L=300)                30,000

    ― 해남 안동 진입로 덧씌우기(L=200m)                10,000

    ― 삼산 감당 진입로정비(L=160)                16,000

    ― 삼산 신금 진입로정비(L=270)                27,000

    ― 화산 방축 진입로정비(L=100)                 5,000

    ― 화산 호동 진입로정비(L=200)                20,000

    ― 현산 신방 진입로정비(L=300)                25,000

    ― 현산 향교,송촌 진입로정비(L=300)
               25,000

    ― 송지 삼마 진입로정비(L=300)                25,000

    ― 송지 치소 진입로정비(L=300)                25,000

    ―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정비(L=200)
               20,000

    ― 북일 신월 진입로정비(L=150)                15,000

    ― 옥천 이목 진입로정비(L=260)                26,000

    ― 옥천 학동 진입로정비(L=240)                24,000

    ― 계곡 선진 진입로정비(L=150)                15,000

    ― 계곡 잠두 진입로정비(L=170)                17,000

    ― 마산 당두 진입로정비(L=250)                25,000

    ― 마산 원덕 진입로정비(L=330)                33,000

    ― 황산 남리 진입로정비(L=300)                30,000

    ― 황산 송호(외배미) 진입로정비(L=150)
               15,000

    ― 산이 부동 진입로정비(L=300)                30,000

    ― 산이 반송 진입로정비(L=300)                30,000

    ― 문내 고전 진입로정비(L=300)                30,000

    ― 문내 충무 진입로정비(L=250)                25,000

    ― 화원 구지 진입로정비(L=200)                20,000

    ― 화원 양화 진입로정비(L=200)                20,000

    ― 화원 석호 진입로정비(L=200m)                25,000

    ― 화원 마천 마을 진입로정비(L=200m)                20,000

  ○ 쉼터 신설 및 보수               322,000

    ― 해남 당재 쉼터 보수                 5,000

    ― 해남 용정 마을쉼터 보수                 5,000

    ― 삼산 상금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삼산 충리 마을쉼터 보수                 3,000

    ― 화산 가좌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산 탄동 마을쉼터 신설                13,000

    ― 현산 고현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소죽 마을쉼터 신설                13,000

    ― 송지 송종 마을쉼터 신설                13,000

  30,000,000

  16,000,000

  27,000,000

  5,000,000

  20,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26,000,000

  24,000,000

  15,000,000

  17,000,000

  25,000,000

  33,000,000

  30,0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25,000,000

  20,000,000

  20,000,000

  5,000,000*1식

  5,000,000*1식

  13,000,000*1식

  3,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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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 치소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평 산마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평 신평 마을쉼터 신설                13,000

    ― 북일 만수 마을쉼터 보수                 5,000

    ― 옥천 동리 마을쉼터 신설                13,000

    ― 옥천 호산 마을쉼터 교체                13,000

    ― 옥천 용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강절 마을쉼터 신설                13,000

    ― 계곡 신평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용반 마을쉼터 신설                13,000

    ― 마산 육일시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노인정 쉼터                13,000

    ― 황산 신흥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황산 외입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대명 마을쉼터 신설                13,000

    ― 산이 두목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송정 마을쉼터 신설                13,000

    ― 문내 충무 마을쉼터 신설                13,000

    ― 화원 월산 마을쉼터 보수                 5,000

  ○ 마을 안길 정비               736,000

    ― 해남 오천 안길 덧씌우기                 5,000

    ― 해남 용정 마을안길 정비                20,000

    ― 삼산 신활 마을안길 정비                 9,000

    ― 삼산 화내 마을안길 정비                20,000

    ― 화산 관동 마을안길 정비                40,000

    ― 화산 주천 마을안길 정비                30,000

    ― 현산 일평 마을안길 정비                30,000

    ― 현산 학의 마을안길 정비                30,000

    ― 송지 부평 마을안길 정비                30,000

    ― 송지 어란 마을안길 정비                30,000

    ― 북평 금산 마을안길 정비                12,000

    ― 북평 신홍 마을안길 정비                 5,000

    ― 북평 평암 마을안길 정비                26,000

    ― 북일 신방 마을안길 정비                34,000

    ― 옥천 도림 마을안길 정비                30,000

    ― 옥천 용심 마을안길 정비                10,000

    ― 계곡 당산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0,000

    ― 계곡 사정 마을안길 정비                25,000

    ― 계곡 신성 마을안길 정비                15,000

    ― 마산 덕인 마을안길 정비                15,000

  13,000,000*1식

  13,000,000*1식

  13,000,000*1식

  5,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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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1식

  5,000,000*1식

  20,000,000*1식

  9,000,000*1식

  20,000,000*1식

  4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30,000,000*1식

  12,000,000*1식

  5,000,000*1식

  26,000,000*1식

  34,000,000*1식

  3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25,000,000*1식

  15,000,000*1식

  15,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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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신덕 마을안길 정비                15,000

    ― 마산 장촌 마을안길정비                30,000

    ― 마산 후동 마을안길 정비                16,000

    ― 황산 이목 마을안길 정비                25,000

    ― 황산 청용 마을안길 정비                12,000

    ― 산이 건촌 마을안길 정비                25,000

    ― 산이 노송 마을안길 정비                50,000

    ― 산이 비석 마을안길 정비                25,000

    ― 산이 흑두 마을안길 정비                24,000

    ― 문내 궁항 마을안길 정비                20,000

    ― 문내 목삼 마을안길정비                18,000

    ― 문내 삼덕 마을안길 정비                10,000

    ― 화원 인지 마을안길 정비                20,000

    ― 화원 하리 마을안길 정비                20,000

  ○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80,000

    ― 해남 부호 승강장 교체                10,000

    ― 삼산 대흥 승강장 신설                10,000

    ― 화산 명성 승강장 신설                10,000

    ― 화산 석전 승강장 신설                10,000

    ― 현산 초호 승강장 신설                10,000

    ― 현산 하구시 승강장 교체                10,000

    ― 송지 화내 승강장 신설                10,000

    ― 송지 서정 승강장 신설                10,000

    ― 북일 방산 승강장 교체                10,000

    ― 옥천 가성 승강장 교체                10,000

    ― 옥천 화촌 승강장 교체                10,000

    ― 마산 맹진 승강장 교체                10,000

    ― 황산 관두 승강장 신설                10,000

    ― 산이 부흥 승강장 신설                10,000

    ― 산이 산두 승강장 교체                10,000

    ― 문내 고대 승강장 신설                10,000

    ― 문내 궁항 승강장 신설                10,000

    ― 화원 중리 승강장 신설                10,000

  15,000,000*1식

  30,000,000 *1식

  16,000,000*1식

  25,000,000*1식

  12,000,000*1식

  25,000,000*1식

  50,000,000*1식

  25,000,000*1식

  24,000,000*1식

  20,000,000*1식

  18,000,000*1식

  10,000,000*1식

  20,000,000*1식

  20,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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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0*1식

03 시설부대비 7,000 8,500 △1,500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부대비
                7,000       7,000,000*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자력제공) 170,000 0 170,000

206 재료비 170,000 0 170,000

01 재료비 170,000 0 170,000

  ○ 주민자력사업 자재대 지원               100,000

  ○ 자력제공 장비임차료                70,000

  100,000,000*1식

  70,000,000*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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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자본보조) 644,000 1,145,000 △501,000

402 민간자본이전 644,000 1,145,000 △501,000

01 민간자본보조 644,000 1,145,000 △501,000

  ○ 주민생활편익사업(집중)               300,000

  ○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70,000

    ― 북평 와룡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옥천 가성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법곡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계곡 작은 월신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마산 용반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황산 연당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산이 덕호 마을화장실 신축
               10,000

  ○ 마을회관 보수               123,000

    ― 해남 용정 마을회관 보수                 3,000

    ― 해남 학동 마을회관 보수                 5,000

    ― 삼산 송정 마을회관 보수                 4,000

    ― 삼산 신기 마을회관 보수                10,000

    ― 화산 구성 마을회관 보수                 5,000

    ― 송지 산정2리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평 신흥 마을회관 보수                 7,000

    ― 북평 차경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일 갈두 마을회관 보수                 5,000

    ― 북일 용운 마을회관 보수                 3,000

    ― 북일 용원 마을회관 보수                 4,000

    ― 옥천 남촌 마을회관 보수                 2,000

    ― 옥천 신죽 마을회관 보수                 3,000

    ― 옥천 영안 마을회관 보수                 3,000

    ― 옥천 죽촌 마을회관 보수                 3,000

    ― 옥천 탑동 마을회관 보수                 4,000

    ― 계곡 성진 마을회관 보수                 3,000

    ― 계곡 신기 마을회관 보수                 2,000

    ― 게곡 여수 산골 회관보수(다옹도)
                3,000

    ― 계곡 작은월신 회관 보수(다용도)
                5,000

    ― 마산 월곡 마을화장실 보수
                5,000

  300,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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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1식

  5,000,000*1식

  4,000,000*1식

  10,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7,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3,000,000*1식

  4,000,000*1식

  2,000,000*1식

  3,000,000*1식

  3,000,000*1식

  3,000,000*1식

  4,000,000*1식

  3,000,000*1식

  2,000,000*1식

         3,000,000*1식

         5,000,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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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항 마을회관 보수                 8,000

    ― 산이 원항 마을회관 보수                 3,000

    ― 산이 유동 마을회관 보수                 4,000

    ― 문내 난대마을회관 보수                 7,000

    ― 문내 선두 마을회관 보수                 5,000

    ― 문내 임하 마을회관 보수                 7,000

  ○ 마을공동창고 신축               151,000

    ― 현산 장등 마을공동창고 신축
               28,000

    ― 송지 미학 마을공동창고 신축
               35,000

    ― 북평 신기 마을공동창고 신축
               42,000

    ― 북일 내동 마을공동창고 신축
               42,000

    ― 황산 한자 마을공동창고 신축
                4,000

  8,000,000*1식

  3,000,000*1식

  4,000,000*1식

  7,000,000*1식

  5,000,000*1식

  7,000,000*1식

         28,000,000*1식

         35,000,000*1식

         42,000,000*1식

         42,000,000*1식

         4,000,000*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읍.면) 724,000 726,800 △2,800

206 재료비 140,000 140,000 0

01 재료비 140,000 14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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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시설비및부대비 584,000 586,80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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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시설부대비 154,000 156,800 △2,8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읍면)               154,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40,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읍면)
               14,000

         10,000,000 * 14개읍면

         1,000,000*14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24,000 47,000 △23,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24,000 47,000 △23,000

201 일반운영비 24,000 47,000 △23,000

02 공공운영비 24,000 7,000 17,000

  ○ 간이승강장 유지 관리비
               14,000

  ○ 새마을도로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
               10,000

       1,000,000*14개읍면

       10,000,000*1식

지역 혁신 역량 강화 3,513,720 4,174,303 △660,583

광          1,470,000

- 10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단위: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81,500

군          1,862,220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1,388,520 3,248,721 △1,860,201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1,388,520 3,248,721 △1,860,201

101 인건비 4,440 0 4,44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40 0 4,440

  ○ 황토나라테마촌 내 잡초제거 인부임
                4,440       37,000*20명*3일*2회

201 일반운영비 185,940 10,000 175,940

01 사무관리비 11,400 10,000 1,400

  ○ 테마촌 홍보(홍보물 제작, 공고료 및 광고료
     등)                10,000

  ○ 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
     당                 1,400

       10,000,000*1식

       70,000*10명*2회

02 공공운영비 174,540 0 174,540

  ○ 송호주차장 경관등 전기요금                 1,020

  ○ 황토나라테마촌 전기요금               163,200

    ― 옥내옥외전기요금               145,200

    ― 관정스프링쿨러기계실 전기요금
               18,000

  ○ 황토나라테마촌 통신요금                 6,720

    ― 황토나라테마촌 전화요금
                2,880

    ― 황토나라테마촌 팩스요금
                  240

    ― 황토나라테마촌 전용회선
                3,600

  ○ 황토나라테마촌 상수도요금
                3,600

  85,000*12월

  12,100,000*12월

         1,500,000*12월

         60,000*4대*12월

         20,000*1대*12월

         300,000*1회선*12개월

       300,000*1식*12개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8,140 3,238,721 △2,190,581

01 시설비 1,048,140 3,230,000 △2,181,860

  ○ 황토나라 테마촌 내 부지 매입비(24필지)
            1,048,140       45,000*23,292㎡

405 자산취득비 150,000 0 15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0 150,000

  ○ 테마촌 사무용기기 및 집기류 구입(컴퓨터,
     책상, 의자 등)               150,000       150,000,000*1식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141,200 141,200 0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41,200 141,200 0

201 일반운영비 1,200 1,200 0

01 사무관리비 1,200 1,200 0

  ○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수당
                1,200       100,000*4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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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단위: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이전 140,000 140,000 0

01 민간자본보조 140,000 140,000 0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추진
              140,000       20,000,000*7개마을

행복마을 조성사업 303,000 10,000 293,000

도            150,000

군            153,000

정주여건 개선 303,000 10,000 293,000

도            150,000

군            153,000

301 일반보상금 3,000 0 3,000

10 행사실비보상금 3,000 0 3,000

  ○ 행복마을 우수지역 벤치마킹                 3,000  3,000,000*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10,000 290,000

도            150,000

군            150,000

01 시설비 297,840 10,000 287,840

  ○ 행복마을가꾸기 조성사업(기반시설 등)
              297,840       297,840,000*1식

도            150,000

군            147,840

03 시설부대비 2,160 0 2,160

  ○ 행복마을가꾸기 조성사업 부대비                 2,160  2,160,000

도시민 유치 활성화 11,000 7,000 4,000

도시민 유치 활성화 추진 11,000 7,000 4,000

201 일반운영비 6,000 7,000 △1,000

01 사무관리비 1,000 7,000 △6,000

  ○ 도시민유치관련 홍보비(광고, 홍보물 제작
     등)                 1,000       1,000,000*1식

03 행사운영비 5,000 0 5,000

  ○ 도시민유치관련 단체 설명회                 4,000

  ○ 도시민유치 농어촌체험 강사료
                1,000

  2,000,000*2회

       250,000*2명*2회

301 일반보상금 5,000 0 5,000

10 행사실비보상금 5,000 0 5,000

  ○ 도시민유치 농어촌체험 참가자 실비보상
                5,000       50,000*50명*2회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670,000 0 1,670,000

광          1,470,000

도             31,500

군            168,500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670,000 0 1,670,000

광          1,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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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단위: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31,500

군            168,500

207 연구개발비 70,000 0 70,000

01 연구용역비 70,000 0 70,000

  ○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
               70,000       70,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0 0 1,600,000

광          1,470,000

도             31,500

군             98,500

01 시설비 1,592,440 0 1,592,440

  ○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토목,건축 등)
            1,592,440       1,592,440,000*1식

광          1,462,440

도             31,500

군             98,500

03 시설부대비 7,560 0 7,560

  ○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대비
                7,560       7,560,000

광              7,560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74,396 82,000 △7,604

기본경비(지역개발과) 74,396 77,800 △3,404

기본경비(도시개발) 19,051 40,132 △21,081

201 일반운영비 5,443 24,292 △18,849

01 사무관리비 5,443 24,292 △18,849

  ○ 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443

202 여비 13,608 15,840 △2,232

01 국내여비 13,608 15,840 △2,232

  ○ 기본 국내여비                13,608

기본경비(경관조성) 14,342 16,776 △2,434

201 일반운영비 4,082 4,536 △454

01 사무관리비 4,082 4,536 △454

  ○ 경관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82

202 여비 10,260 12,240 △1,980

01 국내여비 10,260 12,240 △1,980

  ○ 기본 국내여비                 9,504

  ○ 운전원 관외 국내여비                   756

기본경비(지역진흥) 8,305 9,228 △923

201 일반운영비 2,041 2,268 △227

01 사무관리비 2,041 2,268 △227

  ○ 지역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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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6,264 6,960 △696

01 국내여비 6,264 6,960 △696

  ○ 기본 국내여비                 6,264

기본경비(행복마을) 10,498 11,664 △1,166

201 일반운영비 2,722 3,024 △302

01 사무관리비 2,722 3,024 △302

  ○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722

202 여비 7,776 8,640 △864

01 국내여비 7,776 8,640 △864

  ○ 기본 국내여비                 7,776

기본경비(지역개발과) 22,200 0 22,200

201 일반운영비 18,000 0 18,000

01 사무관리비 18,000 0 18,000

  ○ 부서운영비(총액)                18,000

203 업무추진비 4,200 0 4,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0 4,2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7인)
                4,200       350,000*12월

읍.면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11,430 10,800 63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1,430 10,800 63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1,430 10,800 630

101 인건비 11,430 10,800 63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30 10,800 630

  ○ 도시계획도로내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1,100

  ○ 4대 보험금                   330

       37,000*10인*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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