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개발과 17,651,246 18,549,439 △898,193

국 1,087,794

광 2,699,000

도 116,187

군 13,748,265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6,975,720 6,204,260 771,460

국 100,000

군 6,875,720

도시기반시설 확충 5,655,500 6,182,540 △527,040

도시계획 도로개설 4,806,000 5,418,340 △612,34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 1,0001,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805,000 5,411,340 △606,340

01 시설비 4,800,000 5,400,000 △600,000

○ 제일중~해광마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L=70m

, B=10m) 200,000

○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L=2

50m, B=10m) 500,000

○ 관광호텔~혜화빌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L=2

00m, B=10m) 700,000

○ 남외회관~LG전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L=230

m, B=10m) 500,000

○ KT~은혜식당간 도시계획 도로개설(L=170m, B

=10m) 200,000

○ 공공도서관~해남중학교앞간 도시계획 도로개

설(L=400m, B=10m) 1,000,000

○ 공고후문~서성골재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L=140m, B=10m) 500,000

○ 스카이볼링장~영광식당간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L=210m, B=10m) 500,000

○ 천변교~해리교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L=3

90m, B=10m) 500,000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14필지)

200,000

2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00 11,340 △6,340

○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849,500 764,200 85,3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0

○ 도시계획 도로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안내판,

표지판 등) 5,0005,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844,500 759,200 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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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831,000 746,000 85,000

○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

반사경,인도보수,도로표지판,도로소파)

35,000

○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 골목길 정비

사업 200,000

○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50,000

○ 해남고도교 인도교 설치(L=35m, B=2m)

140,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구입

3,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

3,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10필지)

300,000

3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5m*2m*2,000,000원

30,000원*100포

60,000원*50포

3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3,500 13,200 300

○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3,5002대*5일*450,000원*3회

도시계획 정비 1,320,220 20,220 1,300,000

국 100,000

군 1,220,220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8,220 20,220 △2,000

201 일반운영비 18,220 20,220 △2,000

01 사무관리비 18,220 20,220 △2,000

○ 도시계획관련 법령집 구입

1,000

○ 도시계획결정 전남새뜸 공고료

3,000

○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신문 공고료

7,500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360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360

25,000원*20권*2회

3,000,000원*1식

1,500,000원*5회

70,000원*8인*6회

70,000원*2인*24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600,000 0 600,000

국 100,000

군 500,000

207 연구개발비 600,000 0 600,000

국 100,000

군 500,000

02 전산개발비 600,000 0 600,000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600,000600,000,000원*1식

국 100,000

군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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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계획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 702,000 0 70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2,000 0 702,000

01 시설비 700,000 0 700,000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700,0007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추

진 부대비 2,0002,000,000원*1식

지역경제 활성화 1,430,601 1,892,198 △461,597

국 417,763

도 88,587

군 924,251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761,501 733,598 27,903

국 417,763

도 88,587

군 255,151

물가안정관련 보상 10,780 10,780 0

201 일반운영비 7,180 7,180 0

01 사무관리비 7,180 7,180 0

○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3,780

○ 명절(설,추석)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

물 제작 2,000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0

70,000원*18인*3회

1,000,000원*2회

70,000원*10명*2회

301 일반보상금 3,600 3,600 0

12 기타보상금 3,600 3,600 0

○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

3,600150,000원*2인*12월

고용촉진 훈련(보조) 9,592 17,250 △7,658

국 7,674

도 959

군 959

301 일반보상금 9,592 17,250 △7,658

국 7,674

도 959

군 95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9,592 17,250 △7,658

○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9,592109,000원*22명*4월

국 7,674

도 959

군 95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보조) 230,716 321,828 △91,112

국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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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34,607

군 80,751

101 인건비 122,216 210,828 △88,612

국 61,108

도 18,332

군 42,7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2,216 210,828 △88,612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2,216122,216,000

국 61,108

도 18,332

군 42,776

201 일반운영비 1,500 3,000 △1,500

국 750

도 225

군 525

01 사무관리비 1,500 3,000 △1,5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001,500,000

국 750

도 225

군 525

202 여비 2,000 2,000 0

국 1,000

도 300

군 70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2,000,000

국 1,000

도 300

군 700

206 재료비 25,000 40,000 △15,000

국 12,500

도 3,750

군 8,750

01 재료비 25,000 40,000 △15,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00025,000,000

국 12,500

도 3,750

군 8,750

307 민간이전 80,000 66,000 14,000

국 40,000

도 12,000

군 28,000

02 민간경상보조 80,000 66,000 14,000

○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080,000,000

국 40,000

도 12,000

군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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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사회적 기업 육성(보조) 368,413 271,640 96,773

국 294,731

도 18,021

군 55,661

307 민간이전 368,413 271,640 96,773

국 294,731

도 18,021

군 55,661

02 민간경상보조 368,413 271,640 96,773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4,75054,750,000

국 43,800

도 5,475

군 5,475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13,663313,663,000

국 250,931

도 12,546

군 50,186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보조) 70,000 60,000 10,000

도 35,000

군 35,000

307 민간이전 70,000 60,000 10,000

도 35,000

군 35,000

02 민간경상보조 70,000 60,000 10,000

○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70,0001,000,000원*10인*7월

도 35,000

군 35,000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 72,000 0 72,000

307 민간이전 72,000 0 72,000

02 민간경상보조 72,000 0 72,000

○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

72,000500,000원*12명*12월

전통시장 환경개선 582,100 1,062,100 △480,000

전통시장 정비 429,500 7,500 422,000

201 일반운영비 7,500 7,500 0

02 공공운영비 7,500 7,500 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7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4,800

― 전기요금 2,400

― 상수도요금 2,400

2,700,000원

200,000원*12월

2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422,000 0 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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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전통시장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420,000 0 420,000

○ 북일좌일시장 신축 등 420,0004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북일 좌일시장 신축 등 부대비

2,0002,000,000원*1식

전통시장 활성화 152,600 54,600 98,000

201 일반운영비 12,600 14,600 △2,000

01 사무관리비 6,600 9,600 △3,0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400

○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 1,400

○ 전통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2,800

120,000원*10개소*2회

700,000원*2회

7,000원*10명*40회

03 행사운영비 6,000 5,000 1,000

○ 전통시장 애용하기 문화, 특산품 판매 이벤

트 행사 개최 6,0006,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5,000 0 5,000

10 행사실비보상금 5,000 0 5,000

○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5,0002,500,000원*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35,000 40,000 95,000

01 시설비 135,000 40,000 95,000

○ 전통시장 개보수(9개소) 20,000

○ 고도 5일시장 어물전 칸막이 제거 및 장옥

현대화 100,000

○ 전통시장 (5일시장)안내도 제작

15,000

20,000,000원

100,000,000원*1식

5,000,000원*3개소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 72,000 81,500 △9,500

소상인지원 72,000 81,500 △9,500

201 일반운영비 2,000 1,500 500

01 사무관리비 2,000 1,500 500

○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 2,000

― 현수막 1,000

― 전단지 1,000

50,000원*10개소*2회

1,000,000원*1종

301 일반보상금 70,000 80,000 △10,000

12 기타보상금 70,000 80,000 △10,000

○ 소상인 지원사업(이자,보증수수료)

70,00070,000,000원*1식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15,000 15,000 0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보상 15,000 15,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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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15,000 15,000 0

12 기타보상금 15,000 15,000 0

○ 관광 민예품 개발보상(4종)

15,00015,000,000원*1식

중소기업 육성지원 109,000 89,000 20,000

도 27,600

군 81,400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109,000 89,000 20,000

도 27,600

군 81,400

중소 수출업체 육성 지원 40,000 20,000 20,000

301 일반보상금 40,000 20,000 20,000

12 기타보상금 40,000 20,000 20,000

○ 농수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40,0004,000,000*10개사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보조) 69,000 69,000 0

도 27,600

군 41,400

301 일반보상금 69,000 69,000 0

도 27,600

군 41,400

12 기타보상금 69,000 69,000 0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9,00069,000,000원

도 27,600

군 41,400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2,270,454 1,898,656 371,798

국 570,031

군 1,700,423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1,275,671 854,503 421,168

국 570,031

군 705,640

에너지절약 운영지원 58,712 36,634 22,078

201 일반운영비 28,712 6,134 22,578

01 사무관리비 3,712 2,134 1,578

○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

672

○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통 구입

140

○ 에너지절약 스티커 및 현수막제작 2,900

― 스티커 500

― 현수막 1,800

― 승용차요일제 간판 600

2,036원*6리터*55개소

1,400원*100개

500원*1,000매

60,000원*15개소*2회

300,000원*2개소

02 공공운영비 25,000 4,000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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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관리비

25,00025,000,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30,000 30,000 0

01 민간자본보조 30,000 30,000 0

○ 그린홈 100만호사업(태양광발전등)

30,0001,500,000원*20가구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 504,420 627,824 △123,404

307 민간이전 504,420 627,824 △123,404

05 민간위탁금 504,420 627,824 △123,404

○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504,420504,420,000원*1식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보조) 712,539 190,045 522,494

국 570,031

군 142,508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12,539 190,045 522,494

국 570,031

군 142,508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12,539 190,045 522,494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712,539204,400원*3,486가구

국 570,031

군 142,508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94,783 974,153 20,630

가로등 설치 및 관리 994,783 974,153 20,630

201 일반운영비 660,783 596,753 64,030

01 사무관리비 4,428 4,728 △300

○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구입비

900

○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3,528

150,000원*3명*2회

7,000원*3명*14일*12월

02 공공운영비 656,355 592,025 64,330

○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11,715

― 유류대 9,255

― 수리비 2,000

― 보험료 400

― 검사비 60

○ 가로등 전기요금 639,600

○ 가로등 정기검사료 5,040

1,851원*5,000리터

2,000,000원*1식

400,000원*1식

60,000원*1식

6,500원*8,200등*12월

4,500원*1,120등

202 여비 6,000 6,000 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국내여비

1,20020,000원*1인*5일*12월

- 8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4,80010,000원*2인*20일*12월

206 재료비 70,000 80,000 △10,000

01 재료비 70,000 80,000 △10,000

○ 가로등 정비(안정기외 11종) 50,000

○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

20,000

50,000,000원

40,000원*500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258,000 291,400 △33,400

01 시설비 255,000 289,400 △34,400

○ 선착장 가로등 설치 30,000

○ 농어촌 일반가로등 신규설치

120,000

○ 농어촌 가로등 노후 강관주 교체

45,000

○ 농어촌 일반 가로등 보수공사

18,000

○ 농어촌 일반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

42,000

2,000,000원*15등

800,000원*150등

900,000원*50등

2,000,000원*9식

70,000원*600등

03 시설부대비 3,000 2,000 1,000

○ 가로등사업 추진 부대비 3,0003,000,000원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200,242 278,328 △78,086

경관자원보존관리 162,134 217,316 △55,182

도시경관조성 162,134 217,316 △55,182

101 인건비 32,944 27,116 5,82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944 27,116 5,828

○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8,280

○ 4대 보험금 2,400

○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소공원 관리

13,248

○ 공원,도로섬,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인부임

9,016

46,000원*15일*12월

200,000원*1인*12월

46,000원*2명*4일*9개소*4회

46,000원*7명*7일*4회

201 일반운영비 12,440 15,600 △3,160

01 사무관리비 3,460 3,000 460

○ 경관위원회 수당 1,960

○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예초기칼날,전정가위,

자 등) 1,500

70,000원*7인*4회

1,5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8,980 12,600 △3,620

○ 서림공원 관리 2,080

― 전기요금 360

― 상수도요금 720

―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1,000

○ 공원(어린이,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6,900

30,000원*12월

60,000원*12월

500,000원*2개소

300,000원*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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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경관자원보존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6 재료비 9,750 21,600 △11,850

01 재료비 9,750 21,600 △11,850

○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

9,7501,500원*500개*13개소*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7,000 153,000 △46,000

01 시설비 105,000 150,000 △45,000

○ 쌈지 공원 조성 80,000

○ 도로섬 및 공원수목관리 25,000

― 병해충방제 20,000

― 재해대비 수목관리 5,000

20,000,000원*4개소

2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3,000 △1,000

○ 경관사업 추진 부대비 2,0002,000,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38,108 61,012 △22,904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38,108 61,012 △22,904

101 인건비 22,108 20,712 1,39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08 20,712 1,396

○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11,040

○ 산재,건강 보험료 1,500

○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9,568

46,000원*1명*20일*12월

1,500,000원*1명

46,000원*1명*4일*4회*13면

201 일반운영비 3,000 2,800 200

01 사무관리비 3,000 2,800 200

○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 3,000300,000원*10개소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 37,500 △24,500

01 시설비 13,000 37,500 △24,500

○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13,00013,000,000원*1개소

낙후지역 균형개발 4,718,000 6,150,000 △1,432,000

광 1,245,000

군 3,473,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78,000 1,542,000 236,000

광 1,245,000

군 533,000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보조) 1,778,000 1,542,000 236,000

광 1,245,000

군 5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78,000 1,542,000 236,000

광 1,245,000

군 533,000

01 시설비 1,770,000 1,535,000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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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면)

1,770,0001,770,000,000

광 1,245,000

군 525,000

03 시설부대비 8,000 7,000 1,00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부대비

8,0008,000,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2,933,000 4,594,000 △1,661,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933,000 1,000,000 1,933,000

206 재료비 140,000 0 140,000

01 재료비 140,000 0 140,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읍면)

140,00010,000,000원*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1,999,000 1,000,000 999,000

01 시설비 1,838,000 1,000,000 838,000

○ 마을 진입로 정비 765,000

― 해남 백야 건조장 포장공사(L=100m)

10,000

― 해남 학동 건조장 포장공사(L=130m)

13,000

― 삼산 항리 진입로 및 복개(L=220m)

25,000

― 삼산 수림 진입로 덧씌우기(L=300m)

18,000

― 삼산 나범 진입로 포장공사(L=600m)

18,000

― 화산 관동 풍혈진입로 정비(L=800m)

25,000

― 현산 월송 진입로정비(L=550m)

23,000

― 현산 장등 진입로정비(L=840m)

50,000

― 현산 향교 진입로정비(L=710m)

25,000

― 송지 통호 진입로(L=650m) 30,000

― 송지 장춘 진입로(L=300m) 30,000

― 송지 마봉 진입로(L=110m) 18,000

― 북일 신월 진입로정비(L=50m) 13,000

― 북일 용운 진입로덧씌우기(L=510m)

24,000

― 옥천 송운 진입로정비(L=150m)

25,000

― 옥천 한천 진입로정비(L=80m) 18,000

― 계곡 법곡 진입로확포장(L=400m)

30,000

10,000,000

13,000,000

25,000,000

18,000,000

18,000,000

25,000,000

23,000,000

50,000,000

25,000,000

30,000,000

30,000,000

18,000,000

13,000,000

24,000,000

25,000,000

18,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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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월신 진입로확포장(L=70m)

18,000

― 계곡 잠두 진입로정비(L=640m)

30,000

― 계곡 가학(산호) 진입로정비(L=100m)

40,000

― 마산 북창 진입로 확포장공사(L=90m)

23,000

― 산이 금동 진입로정비(L=500m)

35,000

― 산이 동월 진입로정비(L=200m)

20,000

― 산이 외송 진입로정비(L=400m)

27,000

― 산이 황조 진입로확포장공사(L=140m)

20,000

― 황산 덕암 진입로정비(옹벽)(L=40m)

18,000

― 황산 청용 진입로정비(옹벽및포장)(L=80m)

18,000

― 황산 부곡~춘정 진입로(L=900m)

35,000

― 화원 별암 진입로정비(L=100m)

18,000

― 화원 억수 진입로정비(L=240m)

25,000

― 화원 수동 진입로정비(L=300m)

25,000

― 화원 질마 진입로정비(L=70m) 18,000

○ 마을 안길 정비 957,000

― 해남 호천 마을안길 정비((L=450m)

25,000

― 해남 송용 마을안길 정비((L=500m)

35,000

― 해남 학동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L=1,5

00m) 100,000

― 삼산 평활 마을안길 정비((L=200m)

18,000

― 화산 마명 마을안길 정비((L=160m)

15,000

― 화산 평발 마을안길 정비((L=400m)

25,000

― 화산 구성 마을안길 정비((L=380m)

23,000

― 현산 구산 마을안길 정비((L=80m)

18,000

― 현산 경수 마을안길 정비((L=30m)

30,000

18,000,000

30,000,000

40,000,000

23,000,000

35,000,000

20,000,000

27,000,000

20,000,000

18,000,000

18,000,000

35,000,000

18,000,000

25,000,000

25,000,000

18,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0

18,000,000

15,000,000

25,000,000

23,000,000

18,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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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황산 안길포장 공사(L=500m)

25,000

― 송지 신평 마을안길 정비((L=300m)

25,000

― 송지 신정 마을안길 정비((L=100m)

18,000

― 송지 화내 마을안길 정비((L=130m)

25,000

― 북평 신용 마을안길 정비((L=300m)

25,000

― 북평 서홍 마을안길 정비((L=300m)

25,000

― 북평 남전 마을안길 정비((L=200m)

8,000

― 북평 삼마 마을안길 정비(L=100m)

8,000

― 북일 용원 마을안길 정비((L=60m)

11,000

― 옥천 용산 마을안길 정비((L=300m)

18,000

― 옥천 대산 마을안길 정비((L=150m)

15,000

― 옥천 거오 마을안길 정비((L=150m)

18,000

― 옥천 영춘1 마을안길 정비((L=250m)

20,000

― 계곡 황죽 마을안길 정비((L=350m)

25,000

― 계곡 용계 마을안길 정비((L=300m)

25,000

― 계곡 성진 마을안길 정비((L=300m)

18,000

― 계곡 신성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l

=350M) 25,000

― 마산 대상 마을안길 정비((L=70m)

15,000

― 마산 월곡 마을안길 정비((L=114m)

8,000

― 마산 화내 마을안길 정비((L=380m)

16,000

― 마산 연구 마을안길 정비((L=350m)

30,000

― 마산 용반 마을안길 정비((L=400m)

23,000

― 산이 대진 마을안길 정비((L=200m)

25,000

― 산이 송천 마을안길 정비((L=300m)

18,000

25,000,000

25,000,000

18,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8,000,000

8,000,000

11,000,000

18,000,000

15,000,000

18,000,000

20,000,000

25,000,000

25,000,000

18,000,000

25,000,000

15,000,000

8,000,000

16,000,000

30,000,000

23,000,000

25,000,000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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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지사 마을안길 정비((L=300m)

18,000

― 산이 산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L=400

m) 20,000

― 산이 원항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l=260

M) 20,000

― 황산 산소 마을안길 정비((L=150m)

15,000

― 황산 춘정 마을안길 정비((L=170m)

25,000

― 문내 이목 마을안길 정비((L=400m)

25,000

― 문내 신창 옹벽설치 ((L=200m)

18,000

― 화원 석호 마을안길 정비 ((L=240m)

18,000

― 화원 이목 마을안길 정비 ((L=100m)

15,000

― 화원 온수 마을안길 정비 ((L=300m)

25,000

○ 승강장 신설 및 교체 70,000

― 화산 석전 승강장 신설 10,000

― 송지 송종 승강장 신설 10,000

― 북평 동해 승강장 신설 10,000

― 북일 용일 승강장 신설 10,000

― 계곡 태인 승강장 신설 10,000

― 황산 교동 승강장 신설 10,000

― 문내 동리 승강장 신설 10,000

○ 쉼터 신설 및 보수 26,000

― 황산 신정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산이 덕곡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옥천 영춘 안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0

18,000,000

20,000,000

20,000,000

15,000,000

25,000,000

25,000,000

18,000,000

18,000,000

15,000,000

25,000,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동

13,000,000원*1동

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61,000 0 161,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

7,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읍면)

14,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40,000

7,000,000원*1식

14,000,000원

10,000,000원*14읍면

402 민간자본이전 794,000 0 794,000

01 민간자본보조 794,000 0 794,000

○ 마을회관보수 272,000

― 해남 평남 마을회관 증축

18,0001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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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남외 마을회관 신축

40,000

― 삼산 감당 마을회관 보수

18,000

― 현산 황산 마을회관 보수

4,000

― 현산 송촌 마을회관 신축

40,000

― 송지 엄남 마을회관 증축

18,000

― 북평 동촌 마을회관 보수

7,000

― 북일 방산 마을회관 보수

15,000

― 옥천 가성 마을회관 보수

11,000

― 계곡 덕정 마을회관 보수

15,000

― 계곡 강절 마을회관 증축

20,000

― 마산 고암 마을회관 보수

18,000

― 산이 흑두 마을회관 보수

10,000

― 황산 옥동 마을회관 증축

18,000

― 문내 신월 마을회관 보수

15,000

― 화원 하리 마을회관 보수

5,000

○ 마을공동창고 신축 453,000

― 화산 연곡 마을창고 신축공사

35,000

― 화산 봉저 마을창고 보수

15,000

― 송지 산정2 마을창고 보수

10,000

― 송지 내장 마을창고 신축공사

35,000

― 송지 장춘 마을창고 신축공사

30,000

― 북평 안평 마을창고 신축공사

35,000

― 북일 삼성 마을창고 신축공사

35,000

― 계곡 사정 마을창고 보수

10,000

― 산이 진산 마을창고 보수

10,000

4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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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황조 마을창고 신축공사

45,000

― 산이 학림 마을창고 신축공사

48,000

― 산이 흑두 마을창고 신축공사

45,000

― 황산 우항 마을창고 신축공사

25,000

― 황산 송청 마을창고 신축공사

25,000

― 황산 옥동 마을창고 신축공사

25,000

― 문내 고당 마을창고 신축공사

25,000

○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54,000

― 현산 조산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송지 금강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북평 동해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옥천 남촌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계곡 강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산이 백동 마을화장실 보수

3,000

― 산이 상공 마을화장실 보수

3,000

― 황산 연당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8,000

○ 송지 산정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15,000

45,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7,000 14,000 △7,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7,000 14,000 △7,000

201 일반운영비 7,000 14,000 △7,000

02 공공운영비 7,000 14,000 △7,000

○ 승강장 유지 관리비 7,000500,000*14읍면

지역혁신 역량 강화 1,827,671 1,917,372 △89,701

광 1,454,000

군 373,671

행복마을 조성사업 14,800 402,000 △387,200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 14,800 1,000 13,800

201 일반운영비 2,800 1,000 1,80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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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행복마을 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행복마을 공공사업 보고서 인쇄

1,0001,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800 0 1,8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1,80015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 0 12,000

01 시설비 12,000 0 12,000

○ 행복마을 등 안내표지판 설치(동해,기성,대

진) 12,0004,000,000원*3개소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250,014 372,512 △122,498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 250,014 372,512 △122,498

101 인건비 92,400 84,200 8,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400 84,200 8,200

○ 황토나라테마촌 내 잡초제거 인부임

18,400

○ 황토나라테마촌 관리인부임

41,400

○ 황토나라테마촌 야간관리인부임

27,600

○ 4대보험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보험) 5,000

46,000원*10명*10일*4회

46,000원*3명*25일*12월

46,000원*2명*25일*12월

5,000,000원*1식

201 일반운영비 152,614 161,312 △8,698

01 사무관리비 33,920 38,200 △4,280

○ 테마촌 운영 사무용품 구입

1,000

○ 테마촌 관리운영 특근매식비

3,360

○ 테마촌 소모품 구입(화장지 등)

9,600

○ 청소용 약품 및 도구 구입 960

○ 풀베기 예취기 칼날구입(대,소)

750

○ 테마촌 일숙직비 18,250

1,000,000원*1식

7,000원*2명*20일*12월

800,000원*12개월

80,000*12개월

15,000원*50개

50,000원*365일

02 공공운영비 118,694 123,112 △4,418

○ 테마촌 유류구입(예취기용)

4,887

○ 문화체험관 보일러실 유류구입

9,255

○ 무인경비 용역료 7,200

○ 전기안전 수수료 4,200

○ 오수처리수수료 9,600

○ 유선방송사용료 2,040

○ 신용카드단말기사용 수수료 132

○ 테마촌 정수기 임대료 330

2,036원*80리터*30일

1,851원*500리터*10월

600,000원*12월

350,000원*12월

800,000원*12월

10,000원*17개소*12월

11,000원*12월

27,5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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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테마촌 수목 병해충 방제 및 관리 등

8,000

○ 황토나라 테마촌 전기요금

61,200

○ 황토나라테마촌시설물유지관리비

5,000

○ 황토나라 테마촌 통신요금 6,720

○ 테마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130

2,000,000원*4회

5,100,000원*12월

5,000,000원*1식

560,000원*12월

13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5,000 5,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5,000 0

○ 테마촌집기류 구입(TV, 벤치, 간이침대 등)

5,0005,000,000원*1식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200,000 1,142,860 57,140

광 1,200,000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00,000 0 1,200,000

광 1,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0 0 1,200,000

광 1,200,000

01 시설비 1,195,680 0 1,195,680

○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95,6801,195,680,000*1식

광 1,195,680

03 시설부대비 4,320 0 4,320

○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3204,320,000*1식

광 4,320

전원마을 조성사업 362,857 0 362,857

광 254,000

군 108,857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62,857 0 162,857

광 114,000

군 48,857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857 0 162,857

광 114,000

군 48,857

01 시설비 161,685 0 161,685

○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61,685161,685,000*1식

광 113,180

군 48,505

03 시설부대비 1,172 0 1,172

○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1721,172,000*1식

광 820

군 352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200,000 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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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 140,000

군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광 140,000

군 60,000

01 시설비 198,560 0 198,560

○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198,560198,560,000*1식

광 138,992

군 59,568

03 시설부대비 1,440 0 1,440

○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1,4401,440,000*1식

광 1,008

군 432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106,120 105,120 1,000

기본경비(지역개발과) 106,120 105,120 1,000

기본경비(지역개발과) 26,200 28,200 △2,000

201 일반운영비 22,000 24,000 △2,000

01 사무관리비 22,000 24,000 △2,000

○ 부서운영비(총액) 22,00022,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1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도시개발담당) 21,720 21,720 0

201 일반운영비 5,880 5,880 0

01 사무관리비 5,880 5,880 0

○ 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8805,880,000원

202 여비 15,840 15,840 0

01 국내여비 15,840 15,840 0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지역경제담당) 14,760 13,920 840

201 일반운영비 4,200 3,360 840

01 사무관리비 4,200 3,360 840

○ 지역경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2004,200,000원

202 여비 10,560 10,560 0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에너지자원담당) 18,120 14,520 3,600

201 일반운영비 5,040 5,0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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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5,040 5,040 0

○ 에너지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13,080 9,480 3,600

01 국내여비 13,080 9,480 3,600

○ 기본 국내여비 12,240

○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840

12,240,000원

840,000원

기본경비(경관개발담당) 11,400 16,440 △5,040

201 일반운영비 2,520 4,200 △1,680

01 사무관리비 2,520 4,200 △1,680

○ 경관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5202,520,000원

202 여비 8,880 12,240 △3,360

01 국내여비 8,880 12,240 △3,360

○ 기본 국내여비 8,8808,880,000원

기본경비(행복마을담당) 13,920 10,320 3,600

201 일반운영비 3,360 3,360 0

01 사무관리비 3,360 3,360 0

○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03,360,000원

202 여비 10,560 6,960 3,600

01 국내여비 10,560 6,960 3,60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11,040 12,100 △1,06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1,040 12,100 △1,060

읍.면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11,040 12,100 △1,060

101 인건비 11,040 12,100 △1,0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40 12,100 △1,060

○ 도시계획도로내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1,04046,000원*8인*30일

재무활동(지역개발과) 2,398 2,405 △7

보전지출 2,398 2,405 △7

지방채 상환 2,398 2,405 △7

311 차입금이자상환 198 205 △7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98 205 △7

○ 삼마도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재특

자금) 198198,000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04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 삼마도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재특

자금) 2,200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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