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도시경관과)

단위: 기본경비(도시경관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 28,926,637 25,924,496 3,002,141

국 5,210,002

지 3,627,400

도 623,955

군 19,465,280

행정운영경비(도시경관과) 31,376 30,152 1,224

기본경비(도시경관과) 31,376 30,152 1,224

기본경비 31,376 30,152 1,224

201 일반운영비 20,096 18,272 1,824

01 사무관리비 20,096 18,272 1,824

○일반수용비 17,024

ㅇ총액예산 수용비 11,904

ㅇ신문구독료 4,320

ㅇ정수기 필터교체 및 유지보수

800

○총액예산 급량비 3,072

62,000원*16명*12월

12,000원*30종*1부*12월

200,000원*4회

8,000원*2일*16명*12월

202 여비 7,680 7,680 0

01 국내여비 7,680 7,680 0

○총액예산 여비 7,6807,680,000원

203 업무추진비 3,600 4,200 △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4,200 △600

○도시경관과 (정원 16명) 3,600300,000원*12월

도시개발 4,618,384 3,680,511 937,87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579,984 3,623,711 956,273

도시계획 시설사업 3,579,984 2,623,711 956,273

201 일반운영비 62,044 76,276 △14,232

01 사무관리비 40,044 24,276 15,768

○일반수용비 33,900

ㅇ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구단위 공고료

28,000

ㅇ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백업테이프 구입

3,000

ㅇ도시계획정보체계 사무용품 구입

2,900

○급량비 6,144

ㅇ도시계획사업 추진 급량비

6,144

4,000,000원*7회

250,000원*12개

2,900,000원

8,000원*6명*128일

02 공공운영비 22,000 52,000 △30,00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보수

22,00022,000,000원*1식

202 여비 6,340 6,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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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6,340 6,340 0

○도시계획사업 추진여비 4,500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여비

1,840

20,000원*5명*45일

20,000원*2명*46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3,511,600 2,520,520 991,080

01 시설비 3,498,820 2,512,960 985,860

○도시계획사업 추진 21,600

ㅇ등기이전 수수료 5,600

ㅇ분할측량 수수료 16,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993,700

ㅇ보성읍 도시계획도로 496,850

ㅇ벌교읍 도시계획도로 496,850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200,000

○성암해그린~향토시장 인도 개설공사

198,560

○도시구역내 인도정비공사 297,840

○벌교 시장길 차선도색공사 50,000

○보성읍 장미아파트 앞 인도 개설공사

198,560

○보성역광장 교통흐름 개선사업

340,000

○불법개발행위 복구비 50,000

○장미아파트 진입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198,560

○부용교 보수보강사업 100,000

○도시가스 토지보상비 300,000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300,000

○벌교 선근 소로(1-21)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0

70,000원*80필지

200,000원*80필지

200,000,000원*1식

496,850,000원

496,850,000원

200,000,000원*1식

198,560,000원*1식

297,840,000원*1식

50,000,000원*1식

198,560,000원*1식

3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98,560,000원*1식

1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2,780 7,560 5,2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설사업 시설부대비

6,300

○도시구역내 인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160

○장미아파트 진입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시설

부대비 1,440

○성암해그린~향토시장 인도 개설공사 시설부대

비 1,440

○보성읍 장미아파트 앞 인도 개설공사 시설부

대비 1,440

1,000,000,000원*0.63%

30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200,000,000원*0.72%

메타호반 명품길 조성사업 1,000,000 1,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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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0

01 시설비 993,700 993,700 0

○2018 메타호반 명품길 조성사업

993,700993,7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6,300 6,300 0

○2018 메타호반 명품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3001,000,000,000원*0.63%

옥외광고물 관리 38,400 56,800 △18,400

불법광고물 정비 38,400 56,800 △18,400

201 일반운영비 1,800 1,800 0

01 사무관리비 1,800 1,800 0

○일반수용비 1,800

ㅇ불법광고물 정비비 1,800100,000원*18개

401 시설비및부대비 36,600 55,000 △18,400

01 시설비 36,600 55,000 △18,400

○현수막게시대 개선 보수 9,000

○현수막 게시대 설치 27,600

2,250,000원*4개소

9,200,000원*3개소

취약지 개발 18,924,237 17,713,508 1,210,729

국 3,753,000

지 3,557,400

도 417,000

군 11,196,837

지역사회 개발 15,456,340 15,289,550 166,790

국 1,600,000

지 3,557,400

도 417,000

군 9,881,94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웅치면 1,944,000 1,202,000 742,000

지 1,361,000

군 58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44,000 1,202,000 742,000

지 1,361,000

군 58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944,000 1,202,000 742,000

○지역경관개선 1,633,0001,633,000,000원*1식

지 1,143,000

군 490,000

○지역역량강화 311,000311,000,000원*1식

지 218,000

군 93,00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겸백면 1,139,000 370,000 769,000

지 797,000

군 34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39,000 370,000 7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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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797,000

군 342,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39,000 370,000 769,000

○기초생활기반확충 782,000782,000,000원*1식

지 547,000

군 235,000

○지역경관개선 236,000236,000,000원*1식

지 165,000

군 71,000

○지역역량강화 121,000121,000,000원*1식

지 85,000

군 36,00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노동면 427,000 0 427,000

지 299,000

군 128,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27,000 0 427,000

지 299,000

군 128,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27,000 0 427,000

○지역역량강화 427,000427,000,000원*1식

지 299,000

군 128,00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율어면 235,000 0 235,000

지 165,000

군 7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5,000 0 235,000

지 165,000

군 7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35,000 0 235,000

○지역역량강화 235,000235,000,000원*1식

지 165,000

군 70,0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거석 390,000 110,000 280,000

지 273,000

군 11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0,000 110,000 280,000

지 273,000

군 11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0,000 110,000 280,000

○지역경관개선 340,000340,000,000원*1식

지 238,000

군 102,000

○지역역량강화 50,00050,000,000원*1식

지 35,000

군 15,0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진천 390,000 110,000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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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273,000

군 11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0,000 110,000 280,000

지 273,000

군 11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0,000 110,000 280,000

○지역경관개선 340,000340,000,000원*1식

지 238,000

군 102,000

○지역역량강화 50,00050,000,000원*1식

지 35,000

군 15,00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중촌 143,000 0 143,000

지 100,000

군 4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3,000 0 143,000

지 100,000

군 4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3,000 0 143,000

○지역경관개선 63,00063,000,000원*1식

지 44,000

군 19,000

○지역역량강화 80,00080,000,000원*1식

지 56,000

군 24,00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가내 149,000 0 149,000

지 104,000

군 4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9,000 0 149,000

지 104,000

군 45,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9,000 0 149,000

○기초생활기반확충 86,00086,000,000원*1식

지 60,000

군 26,000

○지역역량강화 63,00063,000,000원*1식

지 44,000

군 19,00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봉천 143,000 0 143,000

지 100,000

군 4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3,000 0 143,000

지 100,000

군 43,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3,000 0 143,000

○기초생활기반확충 63,00063,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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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44,000

군 19,000

○지역역량강화 80,00080,000,000원*1식

지 56,000

군 24,000

시군역량강화-보성군 100,000 100,000 0

지 70,000

군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지 70,000

군 30,00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지역역량강화 100,000100,000,000원

지 70,000

군 30,0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22,000 22,000 0

지 15,400

군 6,600

402 민간자본이전 22,000 22,000 0

지 15,400

군 6,600

03 민간위탁사업비 22,000 22,000 0

○농촌현장포럼사업 22,00022,000,000원*1식

지 15,400

군 6,600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농어촌)-마동새뜰마을 2,074,000 466,000 1,608,000

국 1,600,000

도 142,000

군 332,000

307 민간이전 10,000 10,000 0

국 7,715

도 684

군 1,601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0

○벌교 마동마을 주민역량강화

10,00010,000,000원*1식

국 7,715

도 684

군 1,601

401 시설비및부대비 2,064,000 456,000 1,608,000

국 1,592,285

도 141,316

군 330,399

01 시설비 2,056,569 452,716 1,603,853

○취약지역 개조(마동새뜰마을사업)

2,056,5692,056,569,000원*1식

국 1,58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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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40,805

군 329,212

03 시설부대비 7,431 3,284 4,147

○취약지역 개조(마동새뜰마을사업) 부대비

7,4312,064,000,000원*0.36%

국 5,733

도 511

군 1,18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비보조) 275,000 0 275,000

도 2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5,000 0 275,000

도 275,000

01 시설비 275,000 0 275,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5,000

ㅇ보성읍 가로등 시설공사 20,00020,000,000원*1식

도 20,000

ㅇ미력면 도개1구 마을회관 정비공사

20,00020,000,000원*1식

도 20,000

ㅇ회천면 회령 진입로 포장공사

20,00020,000,000원*1식

도 20,000

ㅇ회천면 장목 아스콘재포장 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ㅇ회천면 가로등 시설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ㅇ겸백면 도림마을 옹벽설치

25,00025,000,000원*1식

도 25,000

ㅇ겸백면 오도마을 포장사업

50,00050,000,000원*1식

도 50,000

ㅇ벌교읍 고읍마을 안길 포장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ㅇ벌교읍 벌교행정마을 안길 포장

25,00025,000,000원*1식

도 25,000

ㅇ벌교읍 내추 대천마을 회관 옹벽정비

25,00025,000,000원*1식

도 25,00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15,260 4,855,910 159,350

202 여비 1,760 1,760 0

01 국내여비 1,760 1,760 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여비

1,76020,000원*2명*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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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5,013,500 4,822,150 191,350

01 시설비 5,000,000 4,810,000 190,00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000

ㅇ보성 보성·우산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90,000

ㅇ보성 옥평·봉산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210,000

ㅇ보성 쾌상·옥암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00,000

ㅇ보성 대야·원봉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10,000

ㅇ보성 주봉·용문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10,000

ㅇ벌교 벌교·전동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30,000

ㅇ벌교 고읍·지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0,000

ㅇ벌교 낙성·추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ㅇ벌교 징광·옥전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0,000

ㅇ벌교 칠동·척령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150,000

ㅇ벌교 마동·장좌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40,000

ㅇ벌교 영등·장암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ㅇ벌교 대포·연산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140,000

ㅇ벌교 봉림·회정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0,000

ㅇ벌교 장양·호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0,000

ㅇ노동 광곡·대련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0,000

ㅇ노동 감정·금호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노동 옥마·용호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노동 거석·신천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노동 학동·명봉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30,000

ㅇ미력 도개·미력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50,000

ㅇ미력 화방·용정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40,000

190,000,000원*1식

21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210,000,000원*1식

210,000,000원*1식

13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1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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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미력 덕림·반용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ㅇ미력 초당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사

30,000

ㅇ겸백 석호·운림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30,000

ㅇ겸백 은덕·평호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겸백 도안·용산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겸백 남양·사곡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겸백 수남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비공사

20,000

ㅇ율어 문양·금천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율어 선암·율어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율어 칠음·고죽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율어 이동·유신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율어 장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

사 20,000

ㅇ복내 복내·반석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30,000

ㅇ복내 용동·진봉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40,000

ㅇ복내 봉천·일봉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복내 시천·용전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ㅇ복내 유정·계산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30,000

ㅇ복내 장천·동교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문덕 운곡·용암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문덕 덕치·죽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30,000

ㅇ문덕 봉갑·봉정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20,000

ㅇ문덕 양동·귀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0,000

ㅇ문덕 동산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

사 30,000

ㅇ조성 조성·매현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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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조성 은곡·신월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70,000

ㅇ조성 귀산·축내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ㅇ조성 대곡·우천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ㅇ조성 봉능·덕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80,000

ㅇ조성 동촌·용전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70,000

ㅇ득량 오봉·송곡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ㅇ득량 예당·삼정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110,000

ㅇ득량 해평·비봉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110,000

ㅇ득량 도촌·마천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110,000

ㅇ득량 정흥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

사 50,000

ㅇ회천 율포·벽교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ㅇ회천 전일·봉강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60,000

ㅇ회천 회령·영천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60,000

ㅇ회천 동율·군농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ㅇ회천 화죽·천포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60,000

ㅇ회천 서당·객산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ㅇ웅치 중산·강산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ㅇ웅치 대산·용반지구 농로 및 안길 정비공

사 40,000

ㅇ웅치 봉산·유산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ㅇ소규모시설 긴급복구비 200,000

ㅇ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

100,000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11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3,500 12,150 1,35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비(2.7%)

13,500500,000,000원*2.7%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810,080 2,408,640 401,4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10,080 2,408,640 401,440

01 시설비 2,800,000 2,400,000 400,00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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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보성 보성·우산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110,000

ㅇ보성 옥평·봉산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100,000

ㅇ보성 쾌상·옥암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100,000

ㅇ보성 대야·원봉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00,000

ㅇ보성 주봉·용문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00,000

ㅇ벌교 벌교·전동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70,000

ㅇ벌교 고읍·지동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80,000

ㅇ벌교 낙성·추동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80,000

ㅇ벌교 징광·옥전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80,000

ㅇ벌교 칠동·척령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ㅇ벌교 마동·장좌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0

ㅇ벌교 영등·장암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90,000

ㅇ벌교 대포·연산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80,000

ㅇ벌교 봉림·회정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90,000

ㅇ벌교 장양·호동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80,000

ㅇ노동 광곡·대련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15,000

ㅇ노동 감정·금호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0,000

ㅇ노동 옥마·용호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15,000

ㅇ노동 거석·신천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0,000

ㅇ노동 학동·명봉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ㅇ미력 도개·미력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미력 화방·용정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미력 덕림·반용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미력 초당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비공사

15,000

11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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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겸백 석호·운림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5,000

ㅇ겸백 은덕·평호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5,000

ㅇ겸백 도안·용산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겸백 남양·사곡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겸백 수남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

ㅇ율어 문양·금천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율어 선암·율어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5,000

ㅇ율어 칠음·고죽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율어 이동·유신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5,000

ㅇ율어 장동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0

ㅇ복내 복내·반석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0,000

ㅇ복내 용동·진봉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복내 봉천·일봉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0

ㅇ복내 시천·용전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5,000

ㅇ복내 유정·계산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복내 장천·동교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25,000

ㅇ문덕 운곡·용암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20,000

ㅇ문덕 덕치·죽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5,000

ㅇ문덕 봉갑·봉정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15,000

ㅇ문덕 양동·귀산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0

ㅇ문덕 동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비공사

10,000

ㅇ조성 조성·매현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55,000

ㅇ조성 은곡·신월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55,000

ㅇ조성 귀산·축내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55,000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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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지역사회 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조성 대곡·우천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55,000

ㅇ조성 봉능·덕산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50,000

ㅇ조성 동촌·용전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55,000

ㅇ득량 오봉·송곡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55,000

ㅇ득량 예당·삼정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0

ㅇ득량 해평·비봉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50,000

ㅇ득량 도촌·마천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45,000

ㅇ득량 정흥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회천 율포·벽교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35,000

ㅇ회천 전일·봉강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

비공사 35,000

ㅇ회천 회령·영천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회천 동율·군농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35,000

ㅇ회천 화죽·천포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35,000

ㅇ회천 서당·객산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정

비공사 30,000

ㅇ웅치 중산·강산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ㅇ웅치 대산·용반지구 마을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0

ㅇ웅치 봉산·유산지구 안길정비 및 농로 정

비공사 25,000

55,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80 8,640 1,44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0.36%)

10,0802,800,000,000원*0.36%

생활불편 해소사업 200,000 350,00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350,000 △150,000

01 시설비 200,000 350,000 △150,000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200,000200,000,000원

살기좋은 지역 조성 3,306,000 2,314,285 991,715

국 2,153,000

군 1,153,000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666,000 2,114,285 551,715

국 1,866,000

군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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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살기좋은 지역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666,000 2,114,285 551,715

국 1,866,000

군 800,000

01 시설비 2,666,000 2,106,674 559,326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666,0002,666,000,000원*1식

국 1,866,000

군 800,000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경상) 410,000 0 410,000

국 287,000

군 12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0,000 0 410,000

국 287,000

군 123,000

02 감리비 410,000 0 410,000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경상보조)

410,000410,000,000원*1식

국 287,000

군 123,000

도시민유치지원사업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200,000 200,000 0

○소규모 택지조성 기반시설사업

200,000100,000,000원*2개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30,000 0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30,000 0 3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000 0 30,000

○한옥건립사업(2014년 불용분)

30,00030,000,000원*1식

농촌개발 사업지원 161,897 109,673 52,224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 161,897 109,673 52,224

201 일반운영비 8,297 7,913 384

01 사무관리비 8,297 7,913 384

○일반수용비 5,225

ㅇ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회의자료 작성

1,800

ㅇ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계획서 및 평가서

제작 2,000

ㅇ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매뉴얼 제작

1,425

○급량비 3,072

ㅇ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급량비

3,072

10,000원*30부*6회

25,000원*40부*2회

28,500원*50부

8,000원*3명*128일

202 여비 3,600 1,76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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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취약지 개발

단위: 농촌개발 사업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3,600 1,760 1,84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여비

3,60020,000원*3명*6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100,000 50,000

01 시설비 150,000 100,000 50,000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100,0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

50,000

25,000,000원*4개소

50,000,000원*1식

주거 환경 개선 3,726,712 2,909,368 817,344

국 156,260

지 70,000

도 44,362

군 3,456,090

도시주거환경 개선 653,000 580,000 73,000

주거환경정비사업 500,000 48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480,000 20,000

01 시설비 496,400 477,120 19,280

○주거환경정비사업 496,400496,4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3,600 2,880 720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대비

3,600500,000,000원*0.72%

공동주택 관리 153,000 100,000 53,000

402 민간자본이전 153,000 100,000 53,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0 100,000 50,000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지원

140,000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점검

10,000

14,000,000원*10개소

10,000,000원*1식

03 민간위탁사업비 3,000 0 3,00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 위탁시

행 3,0003,000,000원*1식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2,191,120 1,426,160 764,960

국 156,260

지 70,000

도 44,362

군 1,920,498

농어촌 택지개발사업 1,707,920 1,000,000 707,92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7,920 1,000,000 707,920

01 시설비 1,700,000 992,800 707,200

○노동면 농어촌 택지개발사업

500,00050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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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단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덕면 취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200,0001,20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7,920 7,200 720

○노동면 농어촌 택지개발사업 부대비

3,600

○문덕면 취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대비

4,320

500,000,000원*0.72%

1,200,000,000원*0.36%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80 84,680 △84,000

202 여비 680 680 0

01 국내여비 680 680 0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여비

68020,000원*1명*34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지 70,000

군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0 100,000

지 70,000

군 3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0 100,000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0001,000,000원*100동

지 70,000

군 30,00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25,120 161,280 63,840

국 112,560

도 22,512

군 90,048

202 여비 1,600 0 1,600

국 800

도 160

군 640

01 국내여비 1,600 0 1,600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1,60020,000원*2명*40일

국 800

도 160

군 640

402 민간자본이전 223,520 0 223,520

국 111,760

도 22,352

군 89,408

03 민간위탁사업비 223,520 0 223,520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23,520223,520,000원

국 111,760

도 22,352

군 89,40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87,400 34,200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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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단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43,700

도 21,850

군 21,850

402 민간자본이전 87,400 34,200 53,200

국 43,700

도 21,850

군 21,85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7,400 34,200 53,20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87,4003,800,000원*23동

국 43,700

도 21,850

군 21,850

행복둥지사업(도직접지원) 70,000 0 70,000

402 민간자본이전 70,000 0 7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0,000 0 70,000

○행복둥지사업 70,00070,000,000원

마을공동이용시설 확충 874,600 895,600 △21,000

마을회관 및 우산각 사업 874,600 895,600 △21,000

202 여비 600 600 0

01 국내여비 600 600 0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 추진 여비

60020,000원*2명*15일

402 민간자본이전 874,000 895,000 △21,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74,000 895,000 △21,000

○마을회관 신축 320,000

○우산각 신축 144,000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 410,000

80,000,000원*4동

18,000,000원*8동

5,000,000원*82동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7,992 7,608 384

위반건축물 단속 3,120 3,120 0

201 일반운영비 720 720 0

01 사무관리비 720 720 0

○위반건축물 단속 추진 사무용품 구입

720720,000원*1식

202 여비 2,400 2,400 0

01 국내여비 2,400 2,400 0

○위반건축물 단속여비 2,40020,000원*2명*60일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운영 4,872 4,488 384

201 일반운영비 3,072 2,688 384

01 사무관리비 3,072 2,688 384

○급량비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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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관과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단위: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건축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급량비

3,0728,000원*3명*128일

202 여비 1,800 1,800 0

01 국내여비 1,800 1,800 0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여비

1,80020,000원*2명*45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증진 1,625,928 1,590,957 34,971

국 1,300,742

도 162,593

군 162,593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1,625,928 1,590,957 34,971

국 1,300,742

도 162,593

군 162,593

주거급여 지원사업 955,928 1,040,957 △85,029

국 764,742

도 95,593

군 95,593

301 일반보상금 955,928 1,040,957 △85,029

국 764,742

도 95,593

군 95,593

01 사회보장적수혜금 955,928 1,040,957 △85,029

○주거급여 955,928955,928,000원

국 764,742

도 95,593

군 95,593

주거급여 지원사업(수선유지급여) 670,000 550,000 120,000

국 536,000

도 67,000

군 6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70,000 550,000 120,000

국 536,000

도 67,000

군 67,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70,000 550,000 120,000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비 670,000670,000,000원

국 536,000

도 67,000

군 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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