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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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12,715,303 11,233,283 1,482,020

국 213,724

지 1,702,551

기 103,922

도 101,031

군 10,594,075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2,380,200 2,020,148 360,052

도시기반시설 확충 2,337,000 1,517,000 820,000

도시계획 도로개설 1,756,000 1,136,000 620,0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 1,0001,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755,000 1,135,000 620,000

01 시설비 1,750,000 1,130,000 620,000

○ 장공업사~관동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m*12~15m) 400,000

○ 롯데리아~주막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8m*8~10m) 350,000

○ 해남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50m*1

2m) 700,000

○ 마운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5m*8

~10m) 300,000

400,000,000원*1식

35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581,000 381,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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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000 371,000 200,000

01 시설비 556,000 356,000 200,000

○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

반사경,인도보수,도로표지판,도로소파)

50,000

○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

6,000

○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200,000

○ 문내면 동외리(회전교차로~면사무소) 인도정

비공사 100,000

○ 화원면 금평리 인도정비공사

200,000

50,000,000원*1식

60,000원*100포

200,000,000원*1식

200,000원*500m

250,000원*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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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정비 43,200 503,148 △459,948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21,200 18,160 3,040

201 일반운영비 21,200 18,160 3,040

01 사무관리비 21,200 18,160 3,040

○ 군 계획관련 법령집 및 도서구입

1,000

○ 군 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9,000

○ 군 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0

○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100

○ 군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900

25,000원*20권*2회

1,500,000원*6회

70,000원*10인*6회

70,000원*2인*15회

70,000원*14인*5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22,000 22,000 0

201 일반운영비 22,000 22,000 0

02 공공운영비 22,000 22,000 0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유지관리(엔진 및 DB

현행화) 22,00022,000,000원*1식

지역경제 활성화 552,994 1,399,328 △846,334

지 235,360

도 16,486

군 301,148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89,714 431,628 △341,914

지 21,860

도 16,486

군 51,368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생활) 29,709 99,000 △69,291

지 21,860

도 1,486

군 6,363

307 민간이전 29,709 99,000 △69,291

지 21,860

도 1,486

군 6,363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709 99,000 △69,291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전문인력)

21,3351,777,916원*1명*12월

지 16,000

도 1,067

군 4,268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8,374116,305원*6명*12월

지 5,860

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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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2,095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 18,000 33,600 △15,600

307 민간이전 18,000 33,600 △15,6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 33,600 △15,600

○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

18,0001,000,000원*3명*6월

물가안정관련 보상 12,005 8,610 3,395

201 일반운영비 8,405 5,010 3,395

01 사무관리비 8,405 5,010 3,395

○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5,040

○ 명절(설,추석)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

물 제작 2,000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50L 쓰레기봉투

) 1,365

70,000원*18인*4회

1,000,000원*2회

1,050원*100매*13개소

301 일반보상금 3,600 3,600 0

11 기타보상금 3,600 3,600 0

○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

3,600150,000원*2인*12월

전남형 청년인턴제 30,000 0 30,000

도 15,000

군 15,000

307 민간이전 30,000 0 30,000

도 15,000

군 1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30,000

○ 전남형 청년인턴제 30,0001,000,000원*15명*2회

도 15,000

군 15,000

전통시장 환경개선 382,400 887,500 △505,100

지 213,500

군 168,900

전통시장 정비 11,100 9,900 1,200

201 일반운영비 11,100 9,900 1,200

02 공공운영비 11,100 9,900 1,2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7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8,400

― 전기요금 4,800

― 상수도요금 3,600

225,000원*12월

400,000원*12월

300,000원*12월

전통시장 활성화 66,300 19,600 46,700

201 일반운영비 6,900 6,6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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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전통시장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6,900 6,600 300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700

○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 1,400

○ 전통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2,800

150,000원*9개소*2회

700,000원*2회

7,000원*10명*40회

301 일반보상금 2,400 3,000 △600

09 행사실비보상금 2,400 3,000 △600

○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2,4002,400,000원*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57,000 10,000 47,000

01 시설비 57,000 10,000 47,000

○ 전통시장 개보수(9개소) 30,000

○ 좌일시장 바람막이시설 설치

12,000

○ 남리5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15,000

3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5,000 858,000 △553,000

지 213,500

군 91,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5,000 858,000 △553,000

지 213,500

군 91,500

01 시설비 300,000 858,000 △558,000

○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0,000300,000,000원*1식

지 210,000

군 90,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추진 부대비

5,0005,000,000원*1식

지 3,500

군 1,500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 52,880 52,200 680

소상인지원 52,880 52,200 680

201 일반운영비 2,880 2,200 680

01 사무관리비 2,880 2,200 680

○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 2,880

― 현수막 2,520

― 전단지 360

60,000원*14개소*3회

360,000원*1종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08 이차보전금 50,000 0 50,000

○ 소상인 지원사업(이자) 50,000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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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28,000 28,000 0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보상 28,000 28,000 0

301 일반보상금 3,000 3,000 0

11 기타보상금 3,000 3,000 0

○ 공예품대전 출품보상비 지원

3,0003,000,000원*1식

307 민간이전 25,000 25,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25,000 0

○ 공예품 개발지원 25,00025,000,000원*1식

중소기업 육성지원 166,700 0 166,700

도 50,000

군 116,700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166,700 0 166,700

도 50,000

군 116,700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700 0 166,700

도 50,000

군 116,700

301 일반보상금 166,700 0 166,700

도 50,000

군 116,700

11 기타보상금 166,700 0 166,700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700166,700,000원*1식

도 50,000

군 116,700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2,209,172 2,799,126 △589,954

국 203,224

기 103,922

도 12,600

군 1,889,426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891,362 838,395 52,967

국 72,100

기 103,922

군 715,340

에너지절약 운영지원 7,152 11,381 △4,229

201 일반운영비 7,152 11,381 △4,229

01 사무관리비 2,652 2,381 271

○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

572

○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전단지, 스티커, 현

수막등) 2,080

― 스티커 및 전단지 500

― 현수막 1,080

― 승용차요일제 표지판 500

1,429원*4리터*50개소*2회

100원*5,000장

60,000원*18개소*1회

500,000원*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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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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공운영비 4,500 9,000 △4,500

○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

4,500300,000원*15개소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 656,504 656,504 0

307 민간이전 656,504 656,504 0

05 민간위탁금 656,504 656,504 0

○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656,504656,504,000원*1식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24,706 96,510 28,196

기 103,922

군 20,784

401 시설비및부대비 124,706 96,510 28,196

기 103,922

군 20,784

01 시설비 124,706 96,510 28,196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2017)

124,706124,706,000원* 1식

기 103,922

군 20,78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03,000 74,000 29,000

국 72,100

군 30,9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000 74,000 29,000

국 72,100

군 30,900

01 시설비 103,000 74,000 29,000

○ 해남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103,000103,000,000원*1식

국 72,100

군 30,900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2,000 58,800 △16,800

도 12,600

군 29,40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2,000 58,800 △16,800

도 12,600

군 29,400

402 민간자본이전 42,000 58,800 △16,800

도 12,600

군 29,4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2,000 58,800 △16,800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2,0001,400,000원*30가구

도 12,600

군 29,400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111,905 1,401,931 △2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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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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111,905 1,401,931 △290,026

101 인건비 200 200 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200 0

○ 생활민원처리반 피복비 200200,000원*1명

201 일반운영비 1,005,105 1,000,131 4,974

01 사무관리비 8,120 8,120 0

○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400

○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

200

○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2,520

4,500원*1,200등

200,000원*1명

7,000원*3명*10일*12월

02 공공운영비 996,985 992,011 4,974

○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8,005

― 유류대 6,045

― 수리비 1,500

― 보험료 400

― 검사료 60

○ 공공요금 및 제세 952,980

― 가로등 전기요금(150W용)

166,320

― 보안등 전기요금(50W용)

246,708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

539,952

○ 가로등 시설 유지비(긴급 민원처리등)

36,000

1,209원*5,000리터

1,500,000원*1식

400,000원*1식

60,000원*1식

7,700원*1,800등*12월

2,310원*8,900등*12월

44,996,000원*12월

3,000,000원*12월

202 여비 3,600 3,600 0

01 국내여비 3,600 3,600 0

○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3,60010,000원*3인*10일*12월

206 재료비 20,000 40,000 △20,000

01 재료비 20,000 40,000 △20,000

○ 가로등 정비 자재구입(등기구 등)

20,0002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83,000 358,000 △275,000

01 시설비 80,000 355,000 △275,000

○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80,0001,000,000원*80등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추진부대비

3,0003,000,000원

LPG 시설개선사업 163,905 0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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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단위: LPG 시설개선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31,124

군 32,78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63,905 0 163,905

국 131,124

군 32,78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3,905 0 163,905

국 131,124

군 32,781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63,905 0 163,905

○ 2017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63,905669가구 * 245,000원

국 131,124

군 32,781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140,332 269,664 △129,332

경관자원보존관리 105,786 202,372 △96,586

도시경관조성 105,786 202,372 △96,586

101 인건비 58,446 58,032 41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446 58,032 414

○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13,860

○ 4대 보험금 1,386

○ 도로섬 및 도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26,400

○ 도로섬 및 도시공원 예취기 인부임

10,080

○ 공원,도로섬,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인부임(

읍) 6,720

60,000원*21일*11월

13,860,000원*10%

60,000원*5명*4회*22일

140,000원*3명*8일*3회

60,000원*4명*7일*4회

201 일반운영비 22,340 19,340 3,000

01 사무관리비 7,900 6,900 1,000

○ 경관위원회 수당(심의,자문)

4,900

○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쓰레기봉투 등)

3,000

70,000원*7인*10회

3,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14,440 12,440 2,000

○ 서림공원 화장실 관리 4,440

― 전기요금(구교어린이공원 공원등 포함)

720

― 상하수도요금 720

―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3,000

○ 공원(어린이,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9,000

○ 어린이놀이시설 정밀검사료

1,000

60,000원*12월

60,000원*12월

1,500,000원*2개소

500,000원*18개소

250,000원*4개소

206 재료비 3,000 3,000 0

01 재료비 3,000 3,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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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단위: 경관자원보존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로섬, 가로화단 계절꽃 구입

3,0001,000원*500개*6개소*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 122,000 △100,000

01 시설비 20,000 120,000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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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옥외광고물 관리 33,546 66,292 △32,746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33,546 66,292 △32,746

101 인건비 15,246 14,992 25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46 14,992 254

○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13,860

○ 읍 광고물 정비인부 4대 보험료

1,386

60,000원*1명*21일*11월

13,860,000원*10%

201 일반운영비 11,300 11,300 0

01 사무관리비 3,800 3,800 0

○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 1,000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2,800

1,000,000원*1식

200,000원*14개읍면*1회

02 공공운영비 7,500 7,500 0

○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 7,500500,000원*15개소

301 일반보상금 5,000 20,000 △15,000

11 기타보상금 5,000 20,000 △15,000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200원*25,000매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 20,000 △18,000

01 시설비 2,000 20,000 △18,000

○ 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

2,000100,000원*20개소

자전거 활성화 사업 1,000 1,000 0

자전거 이용 활성화 1,000 1,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1,0001,000,000원*1식

낙후지역 균형개발 4,578,000 3,090,500 1,487,500

지 7,700

도 700

군 4,56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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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4,564,000 3,076,500 1,487,500

지 7,700

도 700

군 4,555,6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554,000 3,076,500 1,477,500

206 재료비 182,000 140,000 42,000

01 재료비 182,000 140,000 42,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읍면)

182,00013,000,000원*14읍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3,233,000 1,972,000 1,261,000

01 시설비 3,032,000 1,771,000 1,261,000

○ 승강장 신설 및 교체 75,000

― 현산 일평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송지 송암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계곡 여수(산골)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황산 산소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황산 징의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산이 비석 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화원 뱀골 승강장 보수공사

5,000

― 화원 하리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10,000

○ 쉼터 신설 및 보수 326,000

― 삼산 도토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삼산 신기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삼산 신활 쉼터 보수공사

5,000

― 삼산 중리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삼산 화내 쉼터 보수공사

8,000

― 화산 부길 쉼터 설치공사

14,000

― 화산 선창 쉼터 보수공사

2,000

― 화산 송평 쉼터 보수공사

2,000

― 화산 연곡 쉼터 보수공사

4,5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원*1식

4,5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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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화산 중정 쉼터 보수공사

1,500

― 현산 원진 쉼터 설치공사

14,000

― 송지 산정2 쉼터 설치공사

14,000

― 북평 신기 쉼터 설치공사

14,000

― 북일 방산 쉼터 설치공사

14,000

― 북일 용산 쉼터 설치공사

14,000

― 옥천 용산 쉼터 설치공사

14,000

― 옥천 향촌 쉼터 보수공사

3,000

― 계곡 신평 쉼터 보수공사

5,000

― 마산 용전 쉼터 보수공사

5,000

― 마산 장촌 쉼터 보수공사

5,000

― 마산 추당 쉼터 보수공사

5,000

― 황산 관춘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산이 금호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산이 부동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산이 진산 쉼터 설치공사

14,000

― 산이 초두 쉼터 설치공사

14,000

― 문내 임하 쉼터 설치공사

14,000

― 화원 가마 쉼터 설치공사

14,000

― 화원 섬동 쉼터 설치공사

14,000

― 화원 신주광 쉼터 설치공사

14,000

― 화원 온수 쉼터 설치공사

14,000

○ 마을 진입로 정비 571,000

― 해남 오천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180m)

20,000

― 삼산 금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L=100m)

45,000

1,5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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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삼산 산림 마을안길 포장공사(L=200m)

30,000

― 화산 대지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100m)

20,000

― 화산 명금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L=

450m) 30,000

― 화산 사포 소공원 보강공사(L=80m)

25,000

― 화산 신풍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L=

420m) 28,000

― 화산 은상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70m)

18,000

― 현산 공북 마을진입로 교량난간 교체공사(

L=60m) 15,000

― 현산 읍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50m)

15,000

― 현산 증산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95m)

20,000

― 송지 미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15m)

20,000

― 송지 엄남~소죽간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L=800m) 50,000

― 북일 오소재 약수터 진입로 주변 정비공사

(L=40m) 10,000

― 옥천 영신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L=

300m) 30,000

― 황산 삼호 마을진입로 옹벽설치공사(L=50m

) 25,000

― 산이 당후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L=

850m) 65,000

― 산이 덕곡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L=

450m) 35,000

― 문내 남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250m)

20,000

― 문내 서상 마을진입로 보수공사

5,000

― 문내 양정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70m)

20,000

― 문내 일정 마을진입로 정비공사(L=300m)

25,000

○ 마을안길 정비 2,060,000

― 해남 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20m)

20,000

― 해남 백야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L=300

m) 45,000

― 현산 백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 해남 송용 마을안길 정비공사(L=30m)

15,000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5,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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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산 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 35m)

48,000

― 삼산 구림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삼산 대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0

00m) 42,000

― 삼산 시등 마을안길 정비공사(L= 150m)

20,000

― 삼산 신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

000m) 48,000

― 삼산 신흥 마을안길 확포장공사(L= 40m)

24,000

― 삼산 충리 마을안길 정비공사(L= 20m)

30,000

― 화산 구성 마을안길 포장공사(L=150m)

17,000

― 화산 명성 마을회관 법면 보강공사(L=30m)

15,000

― 화산 상마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30,000

― 화산 석전 마을회관 앞 재포장공사(L=20m)

5,000

― 화산 송평 마을안길 정비공사(L=80m)

10,000

― 화산 안정 마을뒷길 정비공사(L=30m)

30,000

― 현산 경수 마을안길 정비공사(L=15m)

3,000

― 현산 금제 마을안길 정비공사(L=60m)

10,000

― 현산 방두 마을안길 정비공사(L=45m)

10,000

― 현산 시등 마을안길 정비공사(L=20m)

4,000

― 현산 신풍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45

0m) 25,000

― 현산 초호 마을안길 정비공사(L=80m)

18,000

― 송지 동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65

0m) 35,000

― 송지 마봉 마을안길 정비공사(L=70m)

15,000

― 송지 미야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80

0m) 30,000

― 송지 부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30

0m) 28,000

― 송지 서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2

00m) 45,000

4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 13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송호 마을안길 정비공사(L=300m)

55,000

― 송지 신기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10,000

― 송지 어불 마을안길 정비공사(L=300m)

30,000

― 송지 월강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11,000

― 북평 남성 마을안길 정비공사(L=120m)

9,000

― 북평 묵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

― 북평 서홍 마을안길 보수공사(L=10m)

4,000

― 북평 신용 위험지구 옹벽 설치공사

20,000

― 북평 용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50

0m) 30,000

― 북평 이진 마을안길 포장공사(L=30m)

17,000

― 북일 금당마을 안길 보수공사(L=150m)

15,000

― 북일 만수 마을안길 보수공사(L=40m)

15,000

― 북일 방산 마을안길 정비공사(L=40m)

4,000

― 북일 삼성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5,000

― 북일 수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50m)

5,000

― 북일 용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L=800m)

20,000

― 북일 흥촌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10,000

― 옥천 대산 마을안길 정비공사(L=60m)

20,000

― 옥천 마고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50,000

― 옥천 백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80

0m) 50,000

― 옥천 용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5

0m) 20,000

― 옥천 용동(생개부락) 마을안길 암거 설치

공사(L=5m) 10,000

― 옥천 용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30

0m) 40,000

― 옥천 향촌 마을안길 정비공사(L=120m)

20,000

5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9,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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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마고 마을안길 정비공사(L=30m)

10,000

― 계곡 선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L=80m)

25,000

― 계곡 성진 마을안길 포장공사(L=50m)

15,000

― 계곡 신성 마을안길 정비공사(L=80m)

10,000

― 계곡 신평 마을안길 보수공사(L=100m)

15,000

― 계곡 월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70

0m) 38,000

― 마산 대상 마을회관 옹벽 설치공사(L=20m)

6,000

― 마산 신덕 마을안길 보수공사(L=100m)

15,000

― 마산 오호 마을안길 정비공사(L=40m)

8,000

― 마산 장성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70

0m) 50,000

― 마산 호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92

0m) 80,000

― 마산 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30,000

― 황산 남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35

0m) 22,000

― 황산 내산 안길 가드레일 설치(L=30m)

5,000

― 황산 내산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L= 300m) 20,000

― 황산 만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60

0m) 27,000

― 황산 소정 마을광장 포장공사(A=50㎡)

5,000

― 황산 송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50

0m) 30,000

― 황산 신흥 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L=30m)

25,000

― 황산 옥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

000m) 47,000

― 황산 우항 안길 아스콘덧씌우기(L=200m)

15,000

― 황산 춘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50

0m) 30,000

― 황산 학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20

0m) 15,000

― 황산 한아 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L=100m)

50,000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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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금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80

0m) 40,000

― 산이 덕호 마을안길 난간 설치공사(L=240m

) 18,000

― 산이 두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L=1,

500m) 60,000

― 문내 궁항 마을안길 정비공사(L=70m)

7,000

― 문내 무고 마을안길 정비공사(L=490m)

15,000

― 문내 사교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25,000

― 문내 서외 마을안길 정비공사(L=100m)

20,000

― 문내 선두 마을안길 정비공사(L=60m)

7,000

― 문내 송정 마을안길 정비공사(L=150m)

15,000

― 문내 외암 마을안길 정비공사(L=400m)

20,000

― 문내 용암 마을안길 정비공사(L=250m)

22,000

― 문내 이목 마을안길 정비공사(L=250m)

20,000

― 문내 증도 마을안길 정비공사(L=70m)

11,000

― 화원 이목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L=

300m) 30,000

― 화원 장평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L=

50m) 10,000

― 화원 절골 마을안길 보수공사(L=40m)

5,000

― 화원 학상 마을안길 보수공사(L=50m)

5,000

4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1,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201,000 201,000 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

5,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부대비(읍면)

14,000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읍면)

182,000

5,000,000원*1식

1,000,000원*14읍면

13,000,000원*14읍면

402 민간자본이전 1,139,000 964,500 174,5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39,000 964,500 174,500

○ 마을회관보수 697,000

― 해남 서성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해남 수성1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15,555,000원*90%

5,555,000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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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안동 마을회관 증축공사

15,000

― 해남 옥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11,000

― 해남 중앙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해남 평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해남 호천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화산 경도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화산 명금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화산 용덕 마을회관 신축공사

95,000

― 현산 황산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송지 대죽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송지 사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95,000

― 송지 신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6,000

― 송지 신정2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 북평 차경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북일 수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북일 운전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옥천 동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옥천 영안 마을회관 보수공사

4,500

― 옥천 용정 마을회관 신축공사

95,000

― 옥천 호산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계곡 만년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계곡 태인 마을회관 증축공사

9,000

― 마산 맹진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

― 마산 연구 마을회관 보수공사

8,000

16,666,000원*90%

12,222,000원*90%

15,555,000원*90%

16,666,000원*90%

15,555,000원*90%

10,000,000원*90%

10,000,000원*90%

105,555,000원*90%

10,000,000원*90%

5,555,000원*90%

105,555,000원*90%

6,666,000원*90%

16,666,000원*90%

10,000,000원*90%

10,000,000원*90%

10,000,000원*90%

15,555,000원*90%

5,000,000원*90%

105,555,000원*90%

5,555,000원*90%

10,000,000원*90%

10,000,000원*90%

5,555,000원*90%

8,888,000원*90%

- 17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소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산이 노송 마을회관 보수공사

4,500

― 문내 공영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0

― 문내 목삼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문내 서상 마을회관 보수공사

7,000

― 문내 신평 마을회관 보수공사

7,000

― 문내 양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문내 학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95,000

― 화원 마천 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 화원 척북 마을회관 보수공사

8,000

― 화원 초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8,000

○ 마을공동창고 신축 410,000

― 삼산 중리 마을창고 철거공사

12,000

― 송지 송암 마을창고 보수공사

9,000

― 송지 신평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북일 용일 마을창고 보수 공사

9,000

― 북일 장전 마을창고 보수 공사

9,000

― 황산 교동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황산 송호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황산 연당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황산 옥연 마을창고 신축공사

50,000

― 황산 외입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황산 초월 마을창고 보수공사

9,000

― 황산 한자 마을창고 신축공사

52,000

○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32,000

10,000,000원*90%

5,000,000원*90%

10,000,000원*90%

15,555,000원*90%

7,777,000원*90%

7,777,000원*90%

15,555,000원*90%

105,555,000원*90%

15,555,000원*90%

8,888,000원*90%

8,888,000원*90%

13,333,000원*90%

10,000,000원*90%

57,777,000원*90%

10,000,000원*90%

10,000,000원*90%

57,777,000원*90%

57,777,000원*90%

57,777,000원*90%

55,555,000원*90%

57,777,000원*90%

10,000,000원*90%

57,777,000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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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낙후지역 균형개발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단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신방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9,000

― 송지 금강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3,000

― 송지 서정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0

― 화원 양화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0

10,000,000원*90%

3,333,000원*90%

11,111,000원*90%

11,111,000원*9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어촌)(화산 해창) 10,000 0 10,000

지 7,700

도 700

군 1,600

301 일반보상금 10,000 0 10,000

지 7,700

도 700

군 1,6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 0 10,000

○ 화산 해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00010,000,000원*1식

지 7,700

도 700

군 1,60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14,000 14,000 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14,000 14,000 0

201 일반운영비 14,000 14,000 0

02 공공운영비 14,000 14,000 0

○ 승강장 유지 관리비 7,000

○ 쉼터정자 유지 관리비 7,000

500,000원*14읍면

500,000원*14읍면

지역혁신 역량 강화 2,127,700 1,260,004 867,696

국 10,500

지 1,409,000

군 708,200

행복마을 조성사업 40,800 17,432 23,368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 40,800 17,432 23,368

201 일반운영비 40,800 14,600 26,20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자료 제작

2,0001,000,000원*2식

02 공공운영비 38,800 12,600 26,2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7,0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00

○ 무고지구전원마을 상수도 관로 유지보수

10,000

7,000,000원*1개소

150,000원*12월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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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행복마을 조성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행복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20,0005,000,000원*4개소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42,000 33,000 9,000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 42,000 33,000 9,000

201 일반운영비 35,000 30,000 5,000

02 공공운영비 35,000 30,000 5,000

○ 황토나라테마촌 수목 병해충 방제 및 관리

15,000

○ 황토나라테마촌 시설물 유지관리

20,000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7,000 0 7,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0 7,000

○ 황토나라테마촌 잔디깍기 구입

7,0007,000,000원*1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80,500 260,000 1,620,500

지 1,316,500

군 564,00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화원면소재지) 1,373,500 130,000 1,243,500

지 961,500

군 41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73,500 130,000 1,243,500

지 961,500

군 412,000

01 시설비 1,373,500 100,000 1,273,500

○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73,5001,373,500,000원*1식

지 961,500

군 412,00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황산면) 507,000 0 507,000

지 355,000

군 15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7,000 0 507,000

지 355,000

군 152,000

01 시설비 507,000 0 507,000

○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07,000507,000,000원*1식

지 355,000

군 152,000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143,400 928,572 △785,172

지 92,500

군 50,900

마을단위종합개발(문내 예락) 5,000 60,000 △55,000

지 3,500

군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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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5,000 0 5,000

지 3,500

군 1,500

09 행사실비보상금 5,000 0 5,000

○ 문내 예락 창조적마을만들기

5,0005,000,000원*1식

지 3,500

군 1,500

마을단위종합개발(북평 동해) 67,000 0 67,000

지 47,000

군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000 0 67,000

지 47,000

군 20,000

01 시설비 67,000 0 67,000

○ 북평 동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67,00067,000,000원*1식

지 47,000

군 20,00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황산 연자) 23,800 758,572 △734,772

지 14,000

군 9,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00 758,572 △734,772

지 14,000

군 9,800

01 시설비 23,800 758,572 △734,772

○ 황산 연자 공동문화복지사업

23,80023,800,000원*1식

지 14,000

군 9,8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문내 임하) 23,800 0 23,800

지 14,000

군 9,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00 0 23,800

지 14,000

군 9,800

01 시설비 23,800 0 23,800

○ 문내 임하 경관생태조성사업

23,80023,800,000원*1식

지 14,000

군 9,8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현산 초호) 23,800 0 23,800

지 14,000

군 9,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00 0 23,800

지 14,000

군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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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지역혁신 역량 강화

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23,800 0 23,800

○ 현산 초호 경관생태조성사업

23,80023,800,000원*1식

지 14,000

군 9,800

지역역량강화사업 21,000 21,000 0

국 10,500

군 10,5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21,000 0 21,000

국 10,500

군 10,5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1,000 0 21,000

국 10,500

군 10,50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1,000 0 21,000

○ 농촌현장포럼 21,00021,000,000원*1식

국 10,500

군 10,500

주거환경 개선 147,500 275,000 △127,500

주거환경 지원 147,500 275,000 △127,500

주거환경 개선사업 147,500 275,000 △127,500

402 민간자본이전 147,500 275,000 △127,5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500 275,000 △127,5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47,500

― 화장실 개량 112,500

― 빈집정비 35,000

1,500,000원*75동

1,000,000원*35동

행정규제개혁 2,740 4,740 △2,000

불합리한 규제완화 2,740 4,740 △2,000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2,740 4,740 △2,000

201 일반운영비 2,740 4,740 △2,000

01 사무관리비 2,740 4,740 △2,000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1,020

― 현수막 1,020

○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120

○ 규제개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600

60,000원*17개소*1회

70,000원*8인*2회

600,000원*1회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407,612 112,408 295,204

지 50,491

도 21,245

군 335,876

기본경비(지역개발과) 120,464 112,408 8,056

기본경비(지역개발과) 27,200 26,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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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3,000 22,000 1,000

01 사무관리비 23,000 22,000 1,000

○ 부서운영비(총액) 23,00023,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3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도시계획팀) 21,216 21,216 0

201 일반운영비 7,056 7,056 0

01 사무관리비 7,056 7,056 0

○ 도시계획팀 업무추진 급량비 7,0567,056,000원

202 여비 14,160 14,160 0

01 국내여비 14,160 14,160 0

○ 기본 국내여비 14,16014,160,000원

기본경비(일자리경제팀) 15,600 15,600 0

201 일반운영비 5,040 5,040 0

01 사무관리비 5,040 5,040 0

○ 일자리경제팀 업무추진 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10,560 10,560 0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에너지자원팀) 18,048 18,048 0

201 일반운영비 6,048 6,048 0

01 사무관리비 6,048 6,048 0

○ 에너지자원팀 업무추진 급량비

6,0486,048,000원

202 여비 12,000 12,000 0

01 국내여비 12,000 12,00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

○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0

10,560,000원

1,440,000원

기본경비(경관개발팀) 14,592 11,904 2,688

201 일반운영비 4,032 3,024 1,008

01 사무관리비 4,032 3,024 1,008

○ 경관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10,560 8,880 1,680

01 국내여비 10,560 8,880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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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마을개발팀) 14,592 10,224 4,368

201 일반운영비 4,032 3,024 1,008

01 사무관리비 4,032 3,024 1,008

○ 마을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10,560 7,200 3,360

01 국내여비 10,560 7,200 3,36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규제개혁팀) 9,216 9,216 0

201 일반운영비 2,016 2,016 0

01 사무관리비 2,016 2,016 0

○ 규제개혁팀 업무추진 급량비 2,0162,016,000원

202 여비 7,200 7,200 0

01 국내여비 7,200 7,200 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287,148 0 287,148

지 50,491

도 21,245

군 215,412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6,166 0 186,166

도 6,166

군 180,000

101 인건비 186,166 0 186,166

도 6,166

군 18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166 0 186,166

○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186,1661,163,537원*20명*8월

도 6,166

군 180,00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보조) 100,982 0 100,982

지 50,491

도 15,079

군 35,412

101 인건비 100,982 0 100,982

지 50,491

도 15,079

군 35,41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982 0 100,982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00,9821,009,820원*10명*10개월

지 5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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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인력운영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5,079

군 35,412

재무활동(지역개발과) 2,353 2,365 △12

보전지출 2,353 2,365 △12

지방채 상환 2,353 2,365 △12

311 차입금이자상환 153 165 △12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53 165 △12

○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 15338,120원*4회

601 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200 2,200 0

○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2,200550,000원*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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