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단위: 기본경비(지역개발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18,856,118 21,245,424 △2,389,306

국 530,800

지 5,249,000

도 170,160

군 12,906,158

행정운영경비(지역개발과) 23,774 23,774 0

기본경비(지역개발과) 23,774 23,774 0

기본경비 23,774 23,774 0

201 일반운영비 16,086 16,086 0

01 사무관리비 16,086 16,086 0

○일반수용비 13,273

ㅇ총액예산 수용비 10,313

ㅇ신문구독료 2,160

ㅇ정수기 필터교체 및 유지보수

800

○급량비 2,813

ㅇ총액예산 급량비 2,813

10,313,000원

12,000원*15종*1부*12월

200,000원*4회

2,813,000원

202 여비 4,688 4,688 0

01 국내여비 4,688 4,688 0

○총액예산 여비 4,6884,688,000원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지역개발과 (정원 15명) 3,000250,000원*12월

도시개발 2,167,592 6,154,544 △3,986,952

국 430,000

도 150,000

군 1,587,59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67,592 6,154,544 △3,986,952

국 430,000

도 150,000

군 1,587,592

도시계획 시설사업 806,132 924,084 △117,952

101 인건비 19,407 17,359 2,04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07 17,359 2,04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리 19,407

ㅇ인건비 13,948

ㅇ연가보상비 607

ㅇ퇴직금 1,441

ㅇ주휴수당 3,411

75,800원*1명*184일

75,800원*8일

75,800원*19일

75,800원*45일

201 일반운영비 51,325 46,325 5,000

01 사무관리비 22,925 17,925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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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수용비 21,000

ㅇ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구단위 공고료

15,000

ㅇ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백업테이프 구입

3,000

ㅇ도시계획정보체계 사무용품 구입

3,000

○급량비 1,925

ㅇ도시계획사업 추진 급량비

1,925

2,500,000원*6회

250,000원*12개

3,000,000원

7,000원*5명*55일

02 공공운영비 28,400 28,400 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보수

28,40028,400,000원*1식

202 여비 3,400 3,400 0

01 국내여비 3,400 3,400 0

○도시계획사업 추진여비 2,200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여비

1,200

20,000원*2명*55일

20,000원*2명*3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732,000 857,000 △125,000

01 시설비 732,000 857,000 △125,000

○도시계획사업 추진 27,000

ㅇ등기이전 수수료 7,000

ㅇ분할측량 수수료 20,000

○군관리계획 결정및변경(공원,장기미집행)

100,000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4개읍면)

100,000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4개읍면)

50,000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4개읍면)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400,000

○보성공공도서관 건립부지 토지 매입비

45,000

70,000원*100필지

200,000원*100필지

1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원*10km

400,000,000원

45,000,000원

군계획위원회 운영 1,460 1,460 0

201 일반운영비 560 560 0

01 사무관리비 560 560 0

○급량비 560

ㅇ군계획위원회 추진 5607,000원*20명*4회

202 여비 900 900 0

01 국내여비 900 900 0

○도시계획시설 변경자문 및 공청회 참석

90030,000원*5명*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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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보조) 860,000 1,470,000 △610,000

국 430,000

군 4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60,000 1,470,000 △610,000

국 430,000

군 430,000

01 시설비 854,582 1,460,739 △606,157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854,582854,582,000원*1식

국 427,291

군 427,291

03 시설부대비 5,418 9,261 △3,843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부대비

5,418860,000,000원*0.63%

국 2,709

군 2,709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500,000 500,000 0

도 150,000

군 3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0

도 150,000

군 350,000

01 시설비 496,400 496,400 0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496,400496,400,000원*1식

도 148,920

군 347,480

03 시설부대비 3,600 3,600 0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부대비

3,600500,000,000원*0.72%

도 1,080

군 2,520

취약지 개발 15,038,420 13,321,494 1,716,926

지 5,249,000

군 9,789,420

지역사회 개발 12,560,790 11,610,864 949,926

지 3,580,000

군 8,980,79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3,840,000 3,050,000 790,000

지 2,691,000

군 1,14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지 35,000

군 15,000

01 시설비 49,460 49,460 0

○지역역량강화사업 49,46049,460,000원*1식

지 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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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4,838

03 시설부대비 540 540 0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

54050,000,000원*1.08%

지 378

군 162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90,000 3,000,000 790,000

지 2,656,000

군 1,134,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790,000 3,000,000 790,000

○득량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93,0001,293,000,000원*1식

지 905,000

군 388,000

○일림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27,0001,227,000,000원*1식

지 862,000

군 365,000

○예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70,0001,270,000,000원

지 889,000

군 381,000

미력 권역단위 종합정비 1,270,000 1,270,000 0

지 889,000

군 38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70,000 1,270,000 0

지 889,000

군 381,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70,000 1,270,000 0

○미력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70,0001,270,000,000원*1식

지 889,000

군 381,00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572,150 4,581,144 △8,994

401 시설비및부대비 4,572,150 4,571,394 756

01 시설비 4,560,000 4,564,000 △4,00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560,000

ㅇ보성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 및 상급침수지

우수관로 정비 43,000

ㅇ보성읍 보성리 우수 배수시설 개선사업

40,000

ㅇ보성읍 보성리 옹벽 설치 및 보수공사

25,000

ㅇ보성읍 보성리 마을안길 및 공동이용시설물

포장공사 40,000

ㅇ보성읍 우산리 도로 및 마을회관 광장 포장

공사 40,000

4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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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보성읍 우산리 상급침수피해지역 배수시설

정비 10,000

ㅇ보성읍 우산리 옥평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0,000

ㅇ보성읍 우산리 옥평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공사 50,000

ㅇ보성읍 봉산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000

ㅇ보성읍 쾌상리 옥암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

사 65,000

ㅇ보성읍 대야리 원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2,000

ㅇ보성읍 대야리외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65,000

ㅇ보성읍 대야리 주봉 농로 포장공사

40,000

ㅇ보성읍 용문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벌교읍 장도리 부수마을 안길 포장사업

50,000

ㅇ벌교읍 전동리 전동마을 안길 보수사업

30,000

ㅇ벌교읍 고읍리 고읍마을 안길포장사업

30,000

ㅇ벌교읍 고읍리 지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ㅇ벌교읍 지동리 지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ㅇ벌교읍 지동리 연동마을 안길정비사업

50,000

ㅇ벌교읍 낙성리 낙성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ㅇ벌교읍 추동리 외추마을 농로포장사업

35,000

ㅇ벌교읍 추동리 백동마을 농로포장사업

20,000

ㅇ벌교읍 옥전리 옥전마을 농로포장사업

30,000

ㅇ벌교읍 옥전리 마화마을 농로포장사업

30,000

ㅇ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 농로포장사업

35,000

ㅇ벌교읍 칠동리 칠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ㅇ벌교읍 칠동리 구정마을 진입로 보수사업

30,000

ㅇ벌교읍 척령리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000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52,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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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벌교읍 척령리 금평마을 농로포장사업

20,000

ㅇ벌교읍 장좌리 장좌마을 농로포장사업

10,000

ㅇ벌교읍 장좌리 무만마을 농로포장사업

20,000

ㅇ벌교읍 장좌리 월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20,000

ㅇ벌교읍 영등리 박석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5,000

ㅇ벌교읍 영등리 봉황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40,000

ㅇ벌교읍 대포리 대포마을 농로포장사업

20,000

ㅇ벌교읍 대포리 제두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40,000

ㅇ벌교읍 장양리 양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ㅇ벌교읍 회정리 용지보상비 50,000

ㅇ노동면 광곡리 정비공사 30,000

ㅇ노동면 대련리 정비공사 20,000

ㅇ노동면 금호리 옥마 정비공사

50,000

ㅇ노동면 용호리 정비공사 30,000

ㅇ노동면 거석리 정비공사 30,000

ㅇ노동면 신천리 정비공사 25,000

ㅇ노동면 명봉리 정비공사 25,000

ㅇ노동면 학동리 감정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ㅇ미력면 덕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8,000

ㅇ미력면 용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1,000

ㅇ미력면 초당리 마을주변 정비공사

36,000

ㅇ미력면 화방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4,000

ㅇ미력면 미력리 마을주변 정비

46,000

ㅇ미력면 도개리 농로정비공사

15,000

ㅇ미력면 반룡리 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ㅇ미력면 반룡리 안길 개설공사

10,000

ㅇ겸백면 석호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8,000,000원*1식

51,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46,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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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겸백면 은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ㅇ겸백면 평호지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55,000

ㅇ겸백면 용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8,000

ㅇ겸백면 남양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27,000

ㅇ율어면 금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율어면 칠음리 농로포장공사

20,000

ㅇ율어면 문양리 농로 포장사업

55,000

ㅇ율어면 고죽리 배수로 정비사업

25,000

ㅇ율어면 유신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율어면 장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율어면 고죽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율어면 이동리 도로개설공사

100,000

ㅇ복내면 내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0,000

ㅇ복내면 화령천 석축개량 및 안길정비공사

40,000

ㅇ복내면 서봉마을 당산제 주변정비공사

10,000

ㅇ복내면 서리실마을 공동샘 배수로 및 진입

로 정비공사 30,000

ㅇ복내면 당촌마을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20,000

ㅇ복내면 당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40,000

ㅇ복내면 시천리 정비공사 35,000

ㅇ복내면 외판마을 배수로 정비 및 안전시설

물 설치공사 35,000

ㅇ복내면 반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10,000

ㅇ복내면 용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5,000

ㅇ복내면 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000

ㅇ복내면 살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복내면 계동들 농로포장공사

20,000

5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8,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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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복내면 산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복내면 상진들 농로포장공사

15,000

ㅇ복내면 평주마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10,000

ㅇ문덕면 운곡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문덕면 양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ㅇ문덕면 동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문덕면 봉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ㅇ문덕면 용암지구 안길 정비공사

40,000

ㅇ문덕면 귀산지구 농로포장공사

30,000

ㅇ조성면 조성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ㅇ조성면 매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5,000

ㅇ조성면 은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ㅇ조성면 대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ㅇ조성면 봉능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5,000

ㅇ조성면 덕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0

ㅇ조성면 동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0

ㅇ조성면 용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0

ㅇ조성면 대야∼은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00

ㅇ득량면 도촌리 정비공사 30,000

ㅇ득량면 마천리 정비공사 35,000

ㅇ득량면 비봉리 정비공사 50,000

ㅇ득량면 삼정리 정비공사 30,000

ㅇ득량면 송곡리 정비공사 43,000

ㅇ득량면 예당리 정비공사 45,000

ㅇ득량면 오봉1구 포장공사

50,000

ㅇ득량면 정흥1구 배수로 및 포장공사

42,000

ㅇ득량면 해평1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3,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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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회천면 전일제 위 옹벽설치공사

30,000

ㅇ회천면 천포와교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5,000

ㅇ회천면 장군제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

사 40,000

ㅇ회천면 율포 돌머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회천면 만수마을 회관 옹벽설치 및 장목 농

로포장공사 30,000

ㅇ회천면 서당배수로 정비공사

42,000

ㅇ회천면 화죽리 회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42,000

ㅇ회천면 천포농협∼화당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0,000

ㅇ웅치면 강산마을 농경지 포장공사

36,000

ㅇ웅치면 채석마을 배수로 설치

42,000

ㅇ웅치면 내동 저수지 위 포장

27,000

ㅇ웅치면 유신리 내동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30,000

ㅇ웅치면 용추계곡 우회도로 개설공사

65,000

ㅇ웅치 중흥마을 테크설치

20,000

ㅇ웅치면 해룡마을 앞 인도설치

10,000

ㅇ소규모시설 긴급보수 150,000

ㅇ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

96,000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42,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6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96,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2,150 7,394 4,756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비

12,1504,500,000,000원*0.27%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08,640 2,709,720 △301,08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8,640 2,709,720 △301,080

01 시설비 2,400,000 2,700,000 △300,00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00,000

ㅇ보성읍 보성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30,000

ㅇ보성읍 옥평리, 원봉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

비공사 30,000

ㅇ보성 옥암리 농경지 배수로정비(협촌마을외

4개소) 90,000

30,000,000원

3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 9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보성읍 봉산리, 대야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40,000

ㅇ보성읍 옥평리 주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0

ㅇ벌교읍 고상지구 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60,000

ㅇ벌교읍 고하지구 안길보수 및 농로포장

60,000

ㅇ벌교읍 남상지구 안길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 50,000

ㅇ벌교읍 남하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70,000

ㅇ벌교읍 전동지구 배수로 및 안길보수사업

60,000

ㅇ벌교읍 지동지구 안길보수 및 농로포장사업

50,000

ㅇ벌교읍 칠동지구 안길정비 및 배수로 정비

70,000

ㅇ벌교읍 마동지구 농로 및 진입로 보수사업

60,000

ㅇ벌교읍 영등지구 농로 및 진입로 보수사업

70,000

ㅇ벌교읍 장양지구 배수로 및 농로보수사업

50,000

ㅇ노동면 거석리 정비공사 15,000

ㅇ노동면 명봉리 정비공사 15,000

ㅇ노동면 광곡리 정비공사 15,000

ㅇ노동면 대련리 정비공사 15,000

ㅇ노동면 용호리 정비공사 15,000

ㅇ노동면 대련리 보수공사 25,000

ㅇ노동면 용호리 보수공사 25,000

ㅇ미력면 덕림리 신덕 앞뜰 배수로 정비

18,000

ㅇ미력면 용정리 굴치 앞 뜰 배수로 정비

18,000

ㅇ미력면 초당리 주현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

18,000

ㅇ미력면 도개리 도개 뜰 배수로 정비

15,000

ㅇ미력면 화방리 등골 용수로 정비

15,000

ㅇ미력면 반룡리 더래마을 입구 배수로 정비

20,000

ㅇ미력면 화방리 화방 마을진입로 개선

18,000

ㅇ미력면 용정리 노냇굴 용수로 정비

24,000

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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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미력면 반룡리 배수로 정비

18,000

ㅇ미력면 반룡리 마을안길 정비

10,000

ㅇ겸백면 고전마을 안길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겸백면 단호박 공동사업장 앞 단지 정비공

사 10,000

ㅇ겸백면 도림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ㅇ겸백면 금곡마을 너먼골 농로포장공사

10,000

ㅇ겸백면 숙호마을 옹벽설치공사

10,000

ㅇ겸백면 가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10,000

ㅇ겸백면 지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ㅇ율어면 문양 갈밭등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ㅇ율어면 장동리 장수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15,000

ㅇ율어면 율어리 율변마을 옹벽 설치공사

15,000

ㅇ율어 칠음2리 하일마을 도로포장공사

5,000

ㅇ율어면 금천리 상빙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20,000

ㅇ율어면 율어2리 진천마을 배수로 개설 및

답 진입로 공사 15,000

ㅇ복내 계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ㅇ복내 죽동들 농로포장공사

17,000

ㅇ복내면 외판마을(공동산) 농로포장공사

16,000

ㅇ복내면 일와마을 안길 포장공사

25,000

ㅇ복내면 서리실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

사 20,000

ㅇ문덕 양동1리 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문덕 동산1리 법화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0

ㅇ문덕 양동3리 반월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ㅇ조성면 평촌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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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조성면 사월 농로 포장공사

25,000

ㅇ조성면 중촌 농로 포장공사

25,000

ㅇ조성면 귀산 수촌 안길 재포장공사

35,000

ㅇ조성면 용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조성면 원촌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조성면 정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조성면 대전 농로 포장공사

25,000

ㅇ조성면 신동 구거 정비 25,000

ㅇ조성면 봉산리 농로 포장공사

20,000

ㅇ조성면 평촌 구거정비 35,000

ㅇ조성면 대야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조성면 입석 농로포장공사

20,000

ㅇ조성면 귀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조성면 원촌 농로포장공사

20,000

ㅇ조성면 월평 용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조성면 원촌 용수로 정비공사

35,000

ㅇ조성면 대야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조성면 원촌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ㅇ조성면 대야마을 안길 정비공사

30,000

ㅇ득량면 송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득량면 마천리 안길 정비공사

25,000

ㅇ득량면 해평리 배수로 설치공사

10,000

ㅇ득량면 송곡리 배수로 공사

20,000

ㅇ득량면 예당리 포장공사 20,000

ㅇ득량면 해평리 배수로 공사

20,000

ㅇ회천면 영천마을 주변 정비공사

41,000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1,000,000원*1식

- 12 -



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회천면 천포마을 주변 정비공사

40,000

ㅇ회천면 동백마을 주변 정비공사

40,000

ㅇ웅치면 용반지구 농로포장공사

25,000

ㅇ웅치면 용반지구 수로공사

25,000

ㅇ웅치면 유산리 왕초 용수로 정비공사

20,000

ㅇ웅치면 유산리 오류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ㅇ웅치면 용반지구 농로포장공사

30,000

ㅇ웅치면 중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8,640 9,720 △1,08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8,6402,400,000,000원*0.36%

생활불편 해소사업 470,000 0 4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70,000 0 470,000

01 시설비 470,000 0 470,000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 200,000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100,000

○율어 장동제 보수 170,000

200,000,000원

100,000,000원

170,000,000원*1식

옥외광고물 관리 12,000 12,000 0

불법광고물 정비 12,000 12,000 0

201 일반운영비 2,000 2,0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일반수용비 2,000

ㅇ불법광고물 정비비 2,000100,000원*20개

202 여비 1,000 1,000 0

01 국내여비 1,000 1,000 0

○국내여비 1,000

ㅇ불법광고물 단속여비 1,00020,000원*2명*25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 9,000 0

01 시설비 9,000 9,000 0

○현수막게시대 개선 보수

9,0002,250,000원*4개읍면

살기좋은 지역 조성 81,630 1,630 80,000

살기좋은지역만들기(보조) 81,630 1,630 80,000

201 일반운영비 1,630 1,6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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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살기좋은 지역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1,630 1,630 0

○일반수용비 720

ㅇ행복마을 홍보 현수막 720

○급량비 910

ㅇ행복마을 추진 급량비 910

60,000원*12개

7,000원*2명*65일

402 민간자본이전 80,000 0 8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0 80,000

○ 미력춘정 행복마을 한옥신축보조금

40,000

○ 보성삼산 행복마을 한옥신축보조금

40,000

40,000,000원

40,000,000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384,000 1,697,000 687,000

지 1,669,000

군 715,000

복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384,000 1,697,000 687,000

지 1,669,000

군 71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84,000 1,697,000 687,000

지 1,669,000

군 715,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384,000 1,697,000 687,000

○복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384,0002,384,000,000원*1식

지 1,669,000

군 715,000

주거 환경 개선 1,626,332 1,271,612 354,720

국 100,800

도 20,160

군 1,505,372

도시주거환경 개선 800,000 500,000 300,000

주거환경정비사업 700,000 40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400,000 300,000

01 시설비 694,960 397,120 297,840

○주거환경정비사업 397,120

○벌교읍 고정마을 도로개설공사

297,840

397,120,000원*1식

297,84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5,040 2,880 2,160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대비

2,880

○벌교읍 고정마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2,160

400,000,000원*0.72%

300,000,000원*0.72%

공동주택 관리 100,000 1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1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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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단위: 도시주거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00,000 0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지원

100,00010,000,000원*10개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232,600 207,280 25,320

국 100,800

도 20,160

군 111,640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31,000 31,600 △600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여비

1,60020,000원*2명*40일

402 민간자본이전 29,400 30,000 △6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29,400 30,000 △600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9,400700,000원*42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1,600 175,680 25,920

국 100,800

도 20,160

군 80,6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1,600 175,680 25,920

국 100,800

도 20,160

군 80,64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1,600 175,680 25,920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1,6003,360,000원*60동

국 100,800

도 20,160

군 80,640

마을공동이용시설 확충 587,600 552,600 35,000

마을회관 및 우산각 사업 587,600 552,600 35,000

202 여비 1,600 1,600 0

01 국내여비 1,600 1,600 0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 추진여비

1,60020,000원*2명*40일

402 민간자본이전 586,000 551,000 35,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86,000 551,000 35,000

○마을회관 신축 280,000

○우산각 신축 102,000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 124,000

○마을회관 친환경 해충퇴치기 지원

80,000

70,000,000원*4동

17,000,000원*6동

4,000,000원*31동

1,000,000원*80개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6,132 11,732 △5,600

위반건축물 단속 3,240 3,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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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역개발과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단위: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840 840 0

01 사무관리비 840 840 0

○급량비 8407,000원*3명*40일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위반건축물 단속여비 2,40020,000원*2명*60일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운영 2,892 2,892 0

201 일반운영비 1,092 1,092 0

01 사무관리비 1,092 1,092 0

○급량비 1,092

ㅇ건축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급량비

1,0927,000원*3명*52일

202 여비 1,800 1,800 0

01 국내여비 1,800 1,800 0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여비

1,80020,000원*3명*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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