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19,062,026 22,270,634 △3,208,608

국 1,259,146

광 3,004,000

기 1,352,000

도 261,946

군 13,184,934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3,728,760 4,969,740 △1,240,980

도시기반시설 확충 3,207,000 3,744,000 △537,000

도시계획 도로개설 2,206,000 2,378,000 △172,0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 1,0001,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5,000 2,377,000 △172,000

01 시설비 2,200,000 2,372,000 △172,000

○ 공공도서관~해남중학교앞간 도시계획도로(40

0m*10m) 300,000

○ 훔친갈비~한국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50m*15m) 700,000

○ 남동교~동외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870

m*8m) 500,000

○ 장공업사~관동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m*12~15m) 500,000

○ 서성마을회관~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263m*10m) 200,000

300,000,000원*1식

700,000,000원 * 1식

500,000,000원 * 1식

5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381,000 866,000 △48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2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 도시계획 도로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안내판,

표지판 등) 10,0001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371,000 856,000 △485,000

01 시설비 356,000 841,000 △485,000

○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

반사경,인도보수,도로표지판,도로소파)

50,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구입

3,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

3,000

○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300,000

50,000,000원*1식

30,000원*100포

60,000원*50포

3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5,000 15,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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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5,000500,000원*2대*5일*3회

제일중~구교소하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0 0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 제일중~구교소하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90m*10m) 60,00060,000,000원 * 1식

스카이볼링장~영광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0 0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 스카이볼링장~영광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201m*10m) 60,00060,000,000원 * 1식

롯데리아~주막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497,000 0 497,000

○ 롯데리아~주막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80m*8~10m) 497,000497,000,000원 * 1식

03 시설부대비 3,000 0 3,000

○ 롯데리아 주막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0003,000,000원 * 1식

도시계획 정비 521,760 1,225,740 △703,980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8,160 1,225,740 △1,207,580

201 일반운영비 18,160 20,740 △2,580

01 사무관리비 18,160 20,740 △2,580

○ 군 계획관련 법령집 및 도서구입

1,000

○ 군 계획 시설결정 등 신문 공고료

7,500

○ 군 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460

○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0

25,000원*20권*2회

1,500,000원*5회

70,000원*13인*6회

70,000원*4인*15회

2030 군기본계획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503,600 0 503,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3,600 0 503,600

01 시설비 500,000 0 500,000

○ 군기본계획(재정비) 및 도시재생전략·활성

화계획 수립용역 500,0005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3,600 0 3,600

○ 군기본계획(재정비) 및 도시재생전략·활성

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부대비 3,600

3,6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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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역경제 활성화 2,086,099 2,825,589 △739,490

국 308,713

광 180,000

기 730,000

도 104,178

군 763,208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624,396 814,889 △190,493

국 308,713

도 104,178

군 211,505

물가안정관련 보상 8,610 10,780 △2,170

201 일반운영비 5,010 7,180 △2,170

01 사무관리비 5,010 7,180 △2,170

○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2,520

○ 명절(설,추석)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

물 제작 2,000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

70,000원*18인*2회

1,000,000원*2회

70,000원*7명*1회

301 일반보상금 3,600 3,600 0

11 기타보상금 3,600 3,600 0

○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

3,600150,000원*2인*12월

고용촉진 훈련 14,400 9,592 4,808

국 11,520

도 1,440

군 1,440

301 일반보상금 14,400 9,592 4,808

국 11,520

도 1,440

군 1,44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400 9,592 4,808

○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4,400120,000원*30명*4월

국 11,520

도 1,440

군 1,44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25,586 141,536 △15,950

국 62,793

도 18,838

군 43,955

101 인건비 104,086 113,036 △8,950

국 52,043

도 15,613

군 36,43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086 113,036 △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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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4,086104,086,000원*1식

국 52,043

도 15,613

군 36,430

201 일반운영비 1,500 1,500 0

국 750

도 225

군 525

01 사무관리비 1,500 1,500 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001,500,000원*1식

국 750

도 225

군 525

206 재료비 20,000 27,000 △7,000

국 10,000

도 3,000

군 7,000

01 재료비 20,000 27,000 △7,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020,000,000원*1식

국 10,000

도 3,000

군 7,000

사회적 기업 육성 305,000 433,781 △128,781

국 209,400

도 32,800

군 62,800

307 민간이전 285,000 432,381 △147,381

국 209,400

도 22,800

군 52,8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85,000 432,381 △147,381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3개소)

85,00085,000,000원*1식

국 59,400

도 12,800

군 12,800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3개소)

200,000200,000,000원*1식

국 150,000

도 10,000

군 4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 20,000

도 10,000

군 1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0 20,000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20,00020,000,000원*1식

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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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0,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67,200 67,200 0

도 33,600

군 33,600

307 민간이전 67,200 67,200 0

도 33,600

군 33,6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67,200 67,200 0

○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67,2008,400,000원*8인

도 33,600

군 33,600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 33,600 72,000 △38,400

307 민간이전 33,600 72,000 △38,4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3,600 72,000 △38,400

○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

33,600700,000원*6명*8월

마을기업 육성사업 70,000 80,000 △10,000

국 25,000

도 17,500

군 27,500

307 민간이전 70,000 80,000 △10,000

국 25,000

도 17,500

군 27,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80,000 △10,000

○ 마을기업 육성사업 70,00070,000,000원*1식

국 25,000

도 17,500

군 27,500

전통시장 환경개선 1,361,503 1,918,500 △556,997

광 180,000

기 730,000

군 451,503

전통시장 정비 9,900 9,900 0

201 일반운영비 9,900 9,900 0

02 공공운영비 9,900 9,900 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7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7,200

― 전기요금 3,600

― 상수도요금 3,600

225,000원*12월

300,000원*12월

300,000원*12월

전통시장 정비(보조) 1,042,860 1,857,000 △814,140

기 730,000

군 3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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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전통시장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2,860 1,857,000 △814,140

기 730,000

군 312,860

01 시설비 1,042,860 1,857,000 △814,140

○ 해남읍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42,8601,042,860,000원*1식

기 730,000

군 312,860

전통시장 활성화 21,600 21,600 0

201 일반운영비 6,600 6,600 0

01 사무관리비 6,600 6,600 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400

○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 1,400

○ 전통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2,800

150,000원*8개소*2회

700,000원*2회

7,000원*10명*40회

301 일반보상금 5,000 5,0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0

○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5,0005,000,000원*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10,000 0

01 시설비 10,000 10,000 0

○ 전통시장 개보수(9개소) 10,00010,000,000원

장터축제 추진 30,000 30,000 0

201 일반운영비 30,000 30,000 0

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 0

○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

30,0003,000,000원*10회

해남5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257,143 0 257,143

광 180,000

군 77,143

401 시설비및부대비 257,143 0 257,143

광 180,000

군 77,143

01 시설비 257,143 0 257,143

○ 해남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57,143257,143,000원*1식

광 180,000

군 77,143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 72,200 72,200 0

소상인지원 72,200 72,200 0

201 일반운영비 2,200 2,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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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200 2,200 0

○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 2,200

― 현수막 1,200

― 전단지 1,000

60,000원*10개소*2회

1,000,000원*1종

301 일반보상금 70,000 70,000 0

11 기타보상금 70,000 70,000 0

○ 소상인 지원사업(이자) 70,00070,000,000원*1식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28,000 20,000 8,000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보상 28,000 20,000 8,000

301 일반보상금 3,000 5,000 △2,000

11 기타보상금 3,000 5,000 △2,000

○ 공예품대전 출품보상비 지원

3,0003,000,000원*1식

307 민간이전 25,000 15,000 1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15,000 10,000

○ 공예품 개발지원 25,00025,000,000원*1식

중소기업 육성지원 166,700 206,700 △40,000

도 50,000

군 116,700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166,700 206,700 △40,000

도 50,000

군 116,700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700 166,700 0

도 50,000

군 116,700

301 일반보상금 166,700 166,700 0

도 50,000

군 116,700

11 기타보상금 166,700 166,700 0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700166,700,000원

도 50,000

군 116,700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2,902,697 3,662,942 △760,245

국 249,440

기 622,000

도 17,640

군 2,013,617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1,289,239 832,347 456,892

국 69,440

기 622,000

군 597,799

에너지절약 운영지원 11,252 189,281 △178,029

201 일반운영비 11,252 20,481 △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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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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무관리비 2,252 2,481 △229

○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

352

○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전단지, 스티커, 현

수막등) 1,900

― 스티커 및 전단지 500

― 현수막 900

― 승용차요일제 표지판 500

1,759원*4리터*50개소

100원*5,000장

60,000원*15개소*1회

500,000원*1개

02 공공운영비 9,000 18,000 △9,000

○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

9,000600,000원*15개소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 556,787 643,066 △86,279

307 민간이전 556,787 643,066 △86,279

05 민간위탁금 556,787 643,066 △86,279

○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556,787556,787,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22,000 0 622,000

기 62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2,000 0 622,000

기 622,000

01 시설비 622,000 0 622,000

○ 발전소주변지역(황산면) 지원사업

622,000622,000,000원 * 1식

기 622,000

전력효율 향상사업 99,200 0 99,200

국 69,440

군 29,760

401 시설비및부대비 99,200 0 99,200

국 69,440

군 29,760

01 시설비 99,200 0 99,200

○ 신혜정신요양원LED전등교체사업

81,40081,400,000원*1식

국 56,980

군 24,420

○ 평화의집노인복지센터LED전등교체사업

10,68010,680,000원*1식

국 7,476

군 3,204

○ 동광원LED전등교체사업 7,1207,120,000원*1식

국 4,984

군 2,13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8,800 501,600 △442,800

도 17,640

군 41,160

- 8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8,800 501,600 △442,800

도 17,640

군 41,160

307 민간이전 58,800 0 58,800

도 17,640

군 41,16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8,800 0 58,800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8,8001,400,000원*42가구

도 17,640

군 41,160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329,658 1,285,563 44,095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329,658 1,285,563 44,095

101 인건비 200 400 △2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400 △200

○ 생활민원처리반 피복비 200200,000원*1명

201 일반운영비 932,858 906,163 26,695

01 사무관리비 8,320 9,728 △1,408

○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400

○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

400

○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2,520

4,500원*1,200등

200,000원*2명

7,000원*3명*10일*12월

02 공공운영비 924,538 896,435 28,103

○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10,390

― 유류대 8,430

― 수리비 1,500

― 보험료 400

― 검사료 60

○ 공공요금 및 제세 890,148

― 가로등 전기요금(150W용)

147,840

― 보안등 전기요금(50W용)

202,356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

539,952

○ 가로등 시설 유지비(긴급 민원처리등)

24,000

1,686원*5,000리터

1,500,000원*1식

400,000원*1식

60,000원*1식

7,700원*1,600등*12월

2,310원*7,300등*12월

44,996,000원*12월

2,000,000원*12월

202 여비 3,600 6,000 △2,400

01 국내여비 3,600 6,000 △2,400

○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국내여비

1,20010,000원*1인*10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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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2,40010,000원*2인*10일*12월

206 재료비 60,000 60,000 0

01 재료비 60,000 60,000 0

○ 가로등 정비 자재구입(등기구 등)

50,000

○ 자동점멸기 구입 10,000

50,000,000원*1식

40,000원*250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333,000 313,000 20,000

01 시설비 330,000 310,000 20,000

○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한

전주) 180,000

○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강

관주) 75,000

○ 농어촌 노후 강관주 교체공사

45,000

○ 선착장 가로등 설치공사 30,000

900,000원*200등

1,500,000원*50등

1,000,000원*45등

3,000,000원*10등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추진부대비

3,0003,000,000원

LPG 시설개선사업 225,000 268,932 △43,932

국 180,000

군 45,00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25,000 268,932 △43,932

국 180,000

군 4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5,000 268,932 △43,932

국 180,000

군 45,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5,000 268,932 △43,932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25,000225,000원*1,000가구

국 180,000

군 45,000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168,210 857,790 △689,580

경관자원보존관리 102,566 784,490 △681,924

도시경관조성 102,566 79,490 23,076

101 인건비 56,176 34,800 21,37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176 34,800 21,376

○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14,256

○ 4대 보험금 2,760

○ 도로섬 및 도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23,760

○ 도로섬 및 도시공원 예취기 인부임

7,840

54,000원*22일*12월

230,000원*1인*12월

54,000원*5명*4회*22일

140,000원*2명*7일*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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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경관자원보존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원,도로섬,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인부임(

읍) 7,56054,000원*5명*7일*4회

201 일반운영비 19,390 12,940 6,450

01 사무관리비 4,450 3,960 490

○ 경관위원회 수당(심의,자문)

2,450

○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쓰레기봉투 등)

2,000

70,000원*7인*5회

2,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4,940 8,980 5,960

○ 서림공원 화장실 관리 3,440

― 전기요금(구교어린이공원 공원등 포함)

720

― 상하수도요금 720

―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2,000

○ 공원(어린이,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11,500

60,000원*12월

60,000원*12월

1,000,000원*2개소

500,000원*23개소

206 재료비 5,000 9,750 △4,750

01 재료비 5,000 9,750 △4,750

○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

5,0001,000원*500개*5개소*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 22,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 도로섬 및 공원수목관리 20,000

― 병해충방제 20,000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00 2,000 0

○ 경관사업 추진 부대비 2,0002,000,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54,644 33,300 21,344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54,644 33,300 21,344

101 인건비 13,544 17,300 △3,75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44 17,300 △3,756

○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12,312

○ 읍 광고물 정비인부 4대 보험료

1,232

54,000원*1명*19일*12월

12,312,000원*10%

201 일반운영비 15,100 3,000 12,100

01 사무관리비 5,100 3,000 2,100

○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 1,000

○ 불법광고물 제거 자재(현수막 제거기 등) 구

입 2,100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2,000

1,000,000원*1식

150,000원*14개읍면

400,000원*5회

02 공공운영비 10,000 0 10,000

○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 10,000500,000원*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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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3,000 0 3,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 0 3,000

○ 옥외광고물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전남

옥외광고협회 해남군지부) 3,0003,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23,000 13,000 10,000

01 시설비 23,000 13,000 10,000

○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13,000

○ 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

10,000

13,000,000원*1개소

100,000원*100개소

자전거 활성화 사업 11,000 40,000 △29,0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000 40,000 △29,000

201 일반운영비 1,000 0 1,000

01 사무관리비 1,000 0 1,000

○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홍보물 제작

1,0001,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20,000 △10,000

01 시설비 10,000 20,000 △10,000

○ 자전거 여행길 안내판 설치 및 보수

10,00010,000,000원*1식

낙후지역 균형개발 4,390,500 3,972,200 418,3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4,376,500 3,965,200 411,3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376,500 3,965,200 411,300

206 재료비 140,000 140,000 0

01 재료비 140,000 140,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읍면)

140,00010,000,000원*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3,484,000 2,556,000 928,000

01 시설비 3,325,000 2,397,000 928,000

○ 승강장 신설 및 교체 68,000

― 삼산 석당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송지 송종 승강장 보수공사

4,000

― 송지 중리 승강장 보수공사

4,000

― 북평면사무소 앞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황산 와등 승강장 설치 공사

10,000

― 황산 관두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10,000,000원*1식

4,000,000원*1식

4,000,000원*1식

1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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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원 매계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화원 후포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쉼터 신설 및 보수 392,000

― 삼산 신기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삼산 평활 마을쉼터 보수공사

5,000

― 삼산 장춘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산 재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산 호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산 주천 마을쉼터 보수공사

8,000

― 화산 은산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산 중마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현산 일평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송지 중리 마을쉼터 보수공사

2,000

― 북평 신기 마을쉼터설치공사

13,000

― 북평 이진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북평 신평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북평 남전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북일 만수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북일 용일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북일 수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옥천 영신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계곡 신주 마을쉼터 설치공사

10,000

― 마산 신기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마산 상등 마을쉼터 보수공사

4,000

― 마산 안정 마을쉼터 보수공사

3,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4,000,000원*1식

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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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원호 마을쉼터 보수공사

4,000

― 황산 일신 마을쉼터 보수공사

5,000

― 황산 청룡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황산 우항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황산 성산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황산 옥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산이 원항(월산)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산이 당후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문내 공영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원 양화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원 산수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원 구지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화원 금평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0

○ 마을 진입로 정비 779,000

― 해남 안동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

650m) 50,000

― 해남 신안 진입로 확장공사(L=170m)

20,000

― 삼산 봉학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

사(L=500m) 30,000

― 삼산 감당 진입로 정비공사(L=80m)

17,000

― 삼산 신리 진입로 정비공사(L=500m)

30,000

― 삼산 매정 마을안길 확장공사(L=350m)

50,000

― 삼산 용두 마을공동 건조장 포장공사

10,000

― 화산 용덕 마을건조장 포장공사

40,000

― 화산 은산 진입로 정비공사(L=130m)

20,000

― 화산 선창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

500m) 45,000

― 화산 신풍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L=

800m) 40,000

4,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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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하구시 진입로 정비공사(L=250m)

20,000

― 송지 신평 진입로 정비공사(L=30m)

12,000

― 북일 만월 진입로 정비공사(L=640m)

40,000

― 옥천 마고 진입로 정비공사(L=400m)

100,000

― 계곡 무이 진입로 정비공사(L=130m)

25,000

― 계곡 월신 진입로 확포장공사(L=100m)

20,000

― 계곡 법곡 진입로 정비공사(L=170m)

18,000

― 계곡 대운 진입로 정비공사(L=160m)

15,000

― 마산 신당 진입로 정비공사

20,000

― 황산 교동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L

=650m) 59,000

― 황산 징의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L

=250m) 23,000

― 산이 부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60m)

20,000

― 화원 억수 진입로 정비공사(L=110m)

15,000

― 화원 양화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L

=500m) 40,000

○ 마을안길 정비 2,086,000

― 해남 연동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1,000m) 50,000

― 해남 호천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420m) 25,000

― 해남 월교 마을안길 정비공사(L=200m)

15,000

― 해남 옥동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300m) 18,000

― 해남 고수 마을안길 정비공사(L=30m)

18,000

― 해남 남송 마을안길 확장공사(L=40m)

4,000

― 삼산 신활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삼산 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L=140m)

40,000

― 삼산 감당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20,000

― 삼산 옹암 마을안길 정비공사(L=300m)

20,000

2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9,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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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상마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30,000

― 화산 흑석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500m) 45,000

― 화산 안정 마을안길 포장공사(L=900m)

40,000

― 현산 신방 마을안길 포장공사(L=1,600m)

85,000

― 현산 향교 마을회관 옹벽설치공사(L=30m)

20,000

― 현산 초호 마을안길 포장공사(L=620m)

30,000

― 현산 매화 마을안길 포장공사(L=1,100m)

70,000

― 현산 경수 마을안길 정비공사(L=35m)

50,000

― 현산 장등 마을안길 정비공사(L=190m)

25,000

― 송지 사구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35,000

― 송지 현안 마을안길 정비공사(L=20m)

8,000

― 송지 장춘 마을안길 정비공사(L=400m)

60,000

― 송지 방처 마을안길 정비공사(L=40m)

20,000

― 송지 금강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송지 서정 마을안길 정비공사(L=320m)

15,000

― 송지 영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40

0m) 30,000

― 북평 이진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900m) 40,000

― 북평 신기 마을안길 보수공사(L=100m)

5,000

― 북일 원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500m)

25,000

― 북일 월성 마을안길 정비공사(L=535m)

30,000

― 북일 갈두 마을안길 정비공사(L=1,100m)

50,000

― 북일 신월 마을안길 정비공사(L=20m)

10,000

― 북일 금당 마을안길 정비공사(L=70m)

10,000

― 북일 만수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10,000

3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8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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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일 내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10m)

15,000

― 옥천 영춘2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20,000

― 옥천 만년 마을안길 정비공사(L=200m)

40,000

― 옥천 영신 마을안길 정비공사(L=10m)

3,000

― 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L=140m)

30,000

― 옥천 문촌 마을안길 정비공사(L=300m)

30,000

― 옥천 탑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20,000

― 옥천 청용 마을안길 복개공사(L=80m)

10,000

― 계곡 반계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400m) 30,000

― 계곡 신기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500m) 30,000

― 계곡 당산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530m) 30,000

― 계곡 장소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470m) 25,000

― 계곡 태인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700m) 35,000

― 마산 노하 마을안길 포장공사(A=200㎡)

15,000

― 마산 신덕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17,000

― 마산 육일시 안길 주차장 설치공사

180,000

― 황산 내산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황산 기성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L=1,000m) 50,000

― 황산 옥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L=1,000m) 50,000

― 황산 이목 마을광장 포장공사(L=560m)

20,000

― 산이 구성 마을안길 정비공사(L=170m)

15,000

― 산이 부흥 마을안길 확장공사(L=350m)

70,000

― 산이 덕곡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산이 초두 마을안길 정비공사(L=15m)

15,000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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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진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

020m) 53,000

― 문내 선두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10,000

― 문내 동영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문내 일정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20,000

― 문내 용암 마을안길 정비공사(L=250m)

25,000

― 문내 석교 마을안길 정비공사(L=90m)

20,000

― 문내 이목 마을안길 정비공사(L=60m)

10,000

― 화원 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15,000

― 화원 화봉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1,300m) 80,000

― 화원 장평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600m) 30,000

― 화원 송촌 안길포장 및 복개공사(L=50m)

20,000

5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59,000 159,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

5,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읍면)

14,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읍면)

140,000

5,000,000원*1식

1,000,000원*14읍면

10,000,000원*14읍면

402 민간자본이전 752,500 1,269,200 △516,7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752,500 1,269,200 △516,700

○ 마을회관보수 575,500

― 해남 연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해남 읍내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해남 성내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해남 해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해남 장활 마을회관 보수공사

12,000

― 화산 가장 마을회관 보수공사(리모델링)

10,000

― 현산 신풍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현산 읍호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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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산 학의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현산 증산 마을회관 보수공사

3,500

― 송지 강남 마을회관 신축공사(89㎡)

89,000

― 송지 신흥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송지 장춘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북평 영전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북평 남창 마을회관 보수공사

13,000

― 북평 신용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북평 서홍 구마을회관 보수공사

13,000

― 북일 신월 회관보수공사

10,000

― 북일 용운 마을회관 보수공사

7,000

― 옥천 탑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옥천 성산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옥천 청용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계곡 사정 마을회관 신축공사(90㎡)

90,000

― 계곡 성진 마을회관 신축공사(90㎡)

90,000

― 마산 학의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마산 당두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마산 신기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황산 남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황산 평덕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산이 해월 마을회관 보수공사

8,000

― 산이 신농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 문내 원문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마을공동창고 신축 147,000

5,000,000원*1식

3,500,000원*1식

89,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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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마명 마을창고 신축공사(40㎡)

22,000

― 현산 신방 마을창고 신축공사(99㎡)

55,000

― 북일 방산 마을창고 보수공사

15,000

― 마산 산막 마을창고 신축공사(99㎡)

55,000

○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30,000

― 화산 하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10㎡)

10,000

― 송지 내장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5,000

― 옥천 백호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5,000

― 산이 두목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0

22,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14,000 7,000 7,0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14,000 7,000 7,000

201 일반운영비 14,000 7,000 7,000

02 공공운영비 14,000 7,000 7,000

○ 승강장 유지 관리비 7,000

○ 쉼터정자 유지 관리비 7,000

500,000원*14읍면

500,000원*14읍면

지역혁신 역량 강화 4,182,685 4,379,222 △196,537

광 2,824,000

군 1,358,685

행복마을 조성사업 12,600 303,800 △291,200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 12,600 3,800 8,800

201 일반운영비 12,600 3,800 8,80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001,000,000원*2식

02 공공운영비 10,600 1,800 8,800

○ 해월루 전기요금 1,200

○ 해월루 상수도요금 6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7,0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00

100,000원*12월

50,000원*12월

7,000,000원*1개소

150,000원*12월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135,800 100,568 35,232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 135,800 100,568 35,232

201 일반운영비 28,000 59,568 △31,568

02 공공운영비 28,000 47,348 △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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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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촌 시설물 유지관리 20,000

2,000,000원*4회

20,000,000원*1식

206 재료비 3,000 6,000 △3,000

01 재료비 3,000 6,000 △3,000

○ 황토나라테마촌 조경수 비료구입

3,0003,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04,800 0 104,800

01 시설비 104,800 0 104,800

○ 도장 및 방수공사 50,000

○ 숲속 텐트촌 데크 설치 45,000

○ 캠핑장 누전차단기 교체 2,800

○ 진입로 볼라드등 설치 7,000

50,000,000원*1식

2,500,000원*18개소

50,000원*56개

700,000원*10개소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804,286 2,711,854 △907,568

광 1,263,000

군 541,286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04,286 669,000 235,286

광 633,000

군 271,286

401 시설비및부대비 904,286 669,000 235,286

광 633,000

군 271,286

01 시설비 889,286 664,786 224,500

○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89,286889,286,000원 * 1식

광 622,500

군 266,786

02 감리비 15,000 0 15,000

○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00015,000,000원*1식

광 10,500

군 4,500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900,000 0 900,000

광 630,000

군 2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0 0 900,000

광 630,000

군 270,000

01 시설비 898,000 0 898,000

○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98,000898,000,000원*1식

광 628,600

군 269,4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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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002,000,000원*1식

광 1,400

군 600

신규마을조성사업 1,465,714 1,007,000 458,714

광 1,026,000

군 439,714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465,714 572,000 △106,286

광 326,000

군 139,71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65,714 572,000 △106,286

광 326,000

군 139,714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65,714 572,000 △106,286

○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465,714465,714,000원*1식

광 326,000

군 139,714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857,143 185,000 672,143

광 600,000

군 257,143

401 시설비및부대비 857,143 185,000 672,143

광 600,000

군 257,143

01 시설비 855,143 183,335 671,808

○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855,143855,143,000원*1식

광 598,600

군 256,543

03 시설부대비 2,000 1,665 335

○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0002,000,000원*1식

광 1,400

군 600

남창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 142,857 0 142,857

광 100,000

군 42,857

401 시설비및부대비 142,857 0 142,857

광 100,000

군 42,857

01 시설비 142,857 0 142,857

○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142,857142,857,000원*1식

광 100,000

군 42,857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714,285 206,000 508,285

광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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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214,285

두륜산 소망길조성사업 714,285 206,000 508,285

광 500,000

군 214,285

401 시설비및부대비 714,285 206,000 508,285

광 500,000

군 214,285

01 시설비 714,285 204,517 509,768

○ 두륜산 소망길조성사업

714,285714,285,000원 * 1식

광 500,000

군 214,285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0 50,000 0

광 35,000

군 15,000

해남군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0 50,000 0

광 35,000

군 15,000

207 연구개발비 50,000 0 50,000

광 35,000

군 15,000

01 연구용역비 50,000 0 50,000

○ 해남군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050,000,000원

광 35,000

군 15,000

주거환경 개선 305,000 285,000 20,000

주거환경 지원 305,000 285,000 20,000

주거환경 개선사업 305,000 285,000 20,000

402 민간자본이전 305,000 285,000 2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305,000 285,000 20,000

○ 화장실 개량 225,000

○ 빈집정비 80,000

1,500,000원*150동

1,000,000원*80동

농가소득 안정 1,001,419 1,007,541 △6,122

국 700,993

도 90,128

군 210,298

농가소득 보전 1,001,419 1,007,541 △6,122

국 700,993

도 90,128

군 210,298

경관보전직불제 지불 1,001,419 1,007,541 △6,122

국 700,993

도 90,128

군 2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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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농가소득 안정

단위: 농가소득 보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1,001,419 1,007,541 △6,122

국 700,993

도 90,128

군 210,298

11 기타보상금 1,001,419 1,007,541 △6,122

○ 경관보전직불제지불 1,001,4191,001,419,000원 * 1식

국 700,993

도 90,128

군 210,298

행정규제개혁 9,140 0 9,140

불합리한 규제완화 9,140 0 9,140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9,140 0 9,140

201 일반운영비 9,140 0 9,140

01 사무관리비 9,140 0 9,140

○ 규제안내책자 제작 5,000

○ 규제홍보물 제작 2,180

― 현수막 1,680

― 홍보스티커 등 500

○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960

10,000원 * 500부

60,000원 * 14읍면 * 2개소 * 1회

5,000원 * 100매

70,000원 * 7인 * 4회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118,440 101,520 16,920

기본경비(지역개발과) 118,440 101,520 16,920

기본경비(지역개발과) 28,200 25,200 3,000

201 일반운영비 24,000 21,000 3,000

01 사무관리비 24,000 21,000 3,000

○ 부서운영비(총액) 24,00024,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2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도시개발담당) 20,040 21,720 △1,680

201 일반운영비 5,880 5,880 0

01 사무관리비 5,880 5,880 0

○ 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8805,880,000원

202 여비 14,160 15,840 △1,680

01 국내여비 14,160 15,8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4,16014,160,000원

기본경비(지역경제담당) 13,920 13,920 0

201 일반운영비 3,360 3,360 0

01 사무관리비 3,360 3,360 0

○ 지역경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03,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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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10,560 10,560 0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에너지자원담당) 19,560 15,360 4,200

201 일반운영비 5,880 5,040 840

01 사무관리비 5,880 5,040 840

○ 에너지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8805,880,000원

202 여비 13,680 10,320 3,360

01 국내여비 13,680 10,320 3,360

○ 기본 국내여비 12,24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0

12,240,000원

1,440,000원

기본경비(경관개발담당) 13,920 11,400 2,520

201 일반운영비 3,360 2,520 840

01 사무관리비 3,360 2,520 840

○ 경관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03,360,000원

202 여비 10,560 8,880 1,680

01 국내여비 10,560 8,880 1,68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행복마을담당) 13,920 13,920 0

201 일반운영비 3,360 3,360 0

01 사무관리비 3,360 3,360 0

○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03,360,000원

202 여비 10,560 10,560 0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규제개혁추진단) 8,880 0 8,880

201 일반운영비 1,680 0 1,680

01 사무관리비 1,680 0 1,680

○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추진급량비

1,6801,680,000원

202 여비 7,200 0 7,200

01 국내여비 7,200 0 7,20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재무활동(지역개발과) 2,376 2,390 △14

보전지출 2,376 2,390 △14

지방채 상환 2,376 2,390 △14

311 차입금이자상환 176 19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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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재무활동(지역개발과)

단위: 보전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76 190 △14

○ 삼마도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

환 17643,870원*4회

601 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 삼마도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

환 2,200550,000원*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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