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투자유치산단(산업ㆍ중소기업/산업진흥ㆍ고도화)

단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략경영과

전략경영과 9,370,218 10,310,287 △940,069

지 273,000

도 1,195,000

군 7,902,218

투자유치산단(산업ㆍ중소기업/산업진흥ㆍ고도화) 1,147,510 765,980 381,530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1,147,510 765,980 381,530

투자유치 활동 운영비 46,570 56,450 △9,880

201 일반운영비 14,420 18,300 △3,880

01 사무관리비 7,160 11,040 △3,880

○ 투자유치 매식비 960

○ 기업 신용 정보서비스 사용료

1,200

○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4,000

○ 투자실현 준공기업 현수막 제작

1,000

8,000원*3명*40일

100,000원*12개월

2,000원*1,000부*2회

100,000원*10개업체

02 공공운영비 4,760 4,760 0

○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발송료 4,760

- 일반우편 900

- 등기우편 3,860

300원*3,000건

1,930원*2,000건

03 행사운영비 2,500 2,500 0

○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2,5001,250,000원*2회

202 여비 8,150 13,150 △5,000

01 국내여비 8,150 13,150 △5,000

○ 투자유치활동 여비 1,120

○ 중앙,도단위 투자유치 워크숍 참석

630

○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 1,400

○ 투자유치활동 풀여비(실과소,읍면)

5,000

70,000원*4명*4회

70,000원*3명*3회

20,000원*2명*35회

5,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24,000 25,000 △1,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0 25,000 △1,000

○ 투자유치,산단조성,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비 24,00024,000,000원

투자유치기업 지원 30,000 3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0

01 시설비 30,000 30,000 0

○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도로,배수로 정

비 등) 30,00015,000,000원*2개기업

산업단지조성 1,000,000 600,000 4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0 60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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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투자유치산단(산업ㆍ중소기업/산업진흥ㆍ고도화)

단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600,000 400,000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건설사업비

1,000,0001,000,000,000원

공장관리 2,260 1,540 720

201 일반운영비 1,560 840 720

01 사무관리비 1,560 840 720

○ 공장관리 업무추진 매식비

960

○ 공장관리 업무추진 복사용지 및 토너

600

8,000원*3명*40일

300,000원*2회

202 여비 700 700 0

01 국내여비 700 700 0

○ 개별입지 공장관리 점검 여비

70020,000원*35일

중소기업 육성 지원 68,680 77,990 △9,310

201 일반운영비 1,620 10,930 △9,310

01 사무관리비 1,320 10,630 △9,310

○ 중소기업 업무추진 매식비

720

○ 중소기업 업무추진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600

8,000원*3명*30일

3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300 300 0

○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등 송부

3003,000원*100회

202 여비 560 560 0

01 국내여비 560 560 0

○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여비

280

○ 중소기업육성시책 세미나 참석 여비

280

70,000원*2일*2회

70,000원*2일*2회

308 자치단체등이전 66,500 66,500 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66,500 66,500 0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66,50066,500,000원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4,371,300 4,356,495 14,805

도 345,000

군 4,026,300

지역개발사업 4,219,400 4,256,495 △37,095

도 345,000

군 3,874,400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보조사업) 345,000 0 345,000

도 3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5,000 0 345,000

도 3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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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45,000 0 345,000

○함평읍번영회사무실 시설 개보수공사

20,00020,000,000원

도 20,000

○함평읍 볼링협회 태양광 설치 및 시설 개보수

20,00020,000,000원

도 20,000

○함평읍 주포방범대, 손불면 방범대 태양광 설

치 및 시설 개보수 40,00040,000,000원

도 40,000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20,00020,000,000원

도 20,000

○손불면 죽장1리 장동마을 정자 설치

25,00025,000,000원

도 25,000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020,000,000원

도 20,000

○학교면 사거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15,00015,000,000원

도 15,000

○학교면 월산1리 송산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10,00010,000,000원

도 10,000

○학교면 원호1리 망월동 마을회관 앞 포장공사

10,00010,000,000원

도 10,000

○학교면 학교리 4.6리 나눔숲 가로등 설치

20,00020,000,000원

도 20,000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정자 설치

30,00030,000,000원

도 30,000

○대동면 방범대사무실 리모델링공사

8,0008,000,000원

도 8,000

○대동면 강운4리 학송마을 아스콘포장공사

20,00020,000,000원

도 20,000

○대동면 서호리 동호정마을 안길포장공사

10,00010,000,000원

도 10,000

○나산면 원선리 원선마을 리모델링공사

15,00015,000,000원

도 15,000

○나산면 구산1리 원구산마을 아스콘포장

17,00017,000,000원

도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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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나산면 구산2리 광영마을 신축공사

10,00010,000,000원

도 10,000

○월야면 월악2리 봉덕마을 안길포장

20,00020,000,000원

도 20,000

○월야면 영월1리 덕령마을 안길포장

15,00015,000,000원

도 15,000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874,400 2,974,595 899,805

201 일반운영비 7,110 6,725 385

01 사무관리비 2,510 2,240 270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근자매식비

960

○지역개발업무 관련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

입비 1,250

○건설공사 표준 품셈 구입 300

8,000원*3명*40일

250,000원*5회

60,000원*5권

02 공공운영비 4,600 4,485 115

○차량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1,000

○차량 유류대 2,400

○차량 유지관리비 1,200

1,000,000원

1,250원*160ℓ *12개월

100,000원*12개월

202 여비 3,000 720 2,280

01 국내여비 3,000 720 2,280

○지역개발업무 관련 심포지엄

1,000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2,000

20,000원*2명*25일

20,000원*2명*5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3,864,290 2,967,150 897,140

01 시설비 3,830,500 2,950,400 880,100

○함평 내교리 정우주택 퍼걸러 설치공사

20,000

○함평 내교리 함성주택 주변정비공사

25,000

○함평 수호리 예동평호마을 안길아스콘 덧씌우

기공사 50,000

○함평 기각리 시장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함평 대덕리 백곡마을 시정보수공사

15,000

○함평 대덕리 대천마을 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

사 35,000

○함평 만흥리 초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5,000

○함평 장교리 월봉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

사 25,000

○함평 장교리 월봉삼거리 측구 정비공사

20,000

2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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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함평 백련마을 창고 주변정비공사

20,000

○함평 장년3리 공동창고 실내 보수공사

10,000

○함평 신풍마을 회관 및 작업장 정비

50,000

○함평 내교리 내대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함평 만흥리 안길정비공사 10,000

○함평 내교리 동광아파트 경로당 주변정비공사

15,000

○함평 자풍리 농로포장공사 50,000

○손불 궁산리 하신흥마을 시정 안전난간 설치

공사 10,000

○손불 학산리 금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손불 학산리 복학마을 우회안길 포장공사

30,000

○손불 산남리 용흥마을 시정개보수공사

35,000

○손불 궁산리 신평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0

○손불 대전리 소재마을 농로보수공사

15,000

○손불 대전리 수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손불 월천리 농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손불 산남리 유록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손불 은곡마을 안길정비공사 50,000

○손불 북성리 사기마을 안길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손불 월천리 월산 시정 주변정비공사

2,000

○손불 양재리 모량마을 시정정비공사

5,000

○손불 석창리 해창마을 농로사면보수공사

40,000

○손불 월천리 신기마을 우산각 신축공사

20,000

○손불 월천리 늘밭마을 시정보수공사

15,000

○손불 학산리 지호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0

○손불 산남리 내감마을 시정보수공사

10,000

○손불 월천리 안악마을 퍼걸러 신축공사

10,000

2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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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손불 산남리 의식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손불 죽장리 수철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0

○손불 월천지구 응급복구지원사업

10,000

○손불 대전리 소재마을 농로포장공사

8,000

○손불 월천리 새마을 농로포장공사

12,000

○손불 죽장리 담골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8,000

○손불 북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0

○손불 석창리 석계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신광 함정리 연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신광 함정리 청계마을 시정보수공사

20,000

○신광 유천리 배수관 확장 및 교체공사

8,000

○신광 송사리 삼천동경로당 옆 배수로 복개공

사 20,000

○신광 복흥리 복치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50,000

○신광 가덕리 호덕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신광 계천리 계월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0

○신광 원산리 학동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0

○신광 계천리 사천마을 안길포장공사

25,000

○신광 삼덕리 좌야마을 시정보수공사

15,000

○신광 함정리 농로포장공사 5,000

○신광 함정리 기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신광 동정리 수정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0,000

○신광 함정리 연화뜰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신광면사무소 삼거리 주차장 조성공사

35,000

○신광 월암리 연천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000

○신광 복흥리 복치경로당 앞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20,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

8,000,000원

12,000,000원

8,000,000원

12,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8,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30,000,000원

35,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 6 -



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신광 백운리 백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광 계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재해대비 응급복구사업(신광면)

10,000

○신광 백운리 신기마을 하수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20,000

○학교 복천리 장동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

사 40,000

○학교 석정리 흥룡동 개거숭상공사

10,000

○학교 금송리 방우동마을 안길포장공사

40,000

○학교 월호리 망월동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0

○학교 월호리 용호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학교 사거리 경화동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000

○학교 마산리 신기마을 시정정비공사

8,000

○학교 월산리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학교 월산리 송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학교 월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학교 사거2리 위험구간 정비공사

12,000

○학교 복천1리 두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학교 학교리 영화촌마을 앞 배수로정비

20,000

○학교 학교7리 회춘동마을 배수로(개거) 정비

공사 16,000

○엄다 송로리 노상마을 농로사면 보수공사

15,000

○엄다 영흥리 송현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0

○엄다 삼정리 원삼정 안길정비공사

30,000

○엄다 엄다리 불암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엄다 송로리 해정 안길정비공사

40,000

○엄다 성천리 용동 시정보수공사

15,000

○엄다 엄다리 별뫼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

사 25,000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8,000,000원

45,000,000원

20,000,000원

18,000,000원

12,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6,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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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엄다 성천리 와촌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엄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긴급보수공사

14,000

○엄다 신계리 화계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엄다 엄다리 번동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엄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공사

16,000

○대동 향교리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000

○대동 서호리 호정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5,000

○대동 서호리 진입로 포장공사 10,000

○대동 향교소재지 도로정비공사 10,000

○대동 용성1리 용연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0,000

○대동 용성3리 정창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10,000

○대동 덕산2리 고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대동 덕산4리 내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대동 강운2리 상강마을 배수로 및 진입로 포

장공사 72,000

○대동 백호2리 백련마을 농로포장공사

16,000

○대동 금곡2리 금적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10,000

○대동 운교리 판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0

○대동 금산리 금산 안길 배수로 및 농로 포장

공사 20,000

○대동 금산리 녹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대동 용성리 괴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대동 용성4리 금성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5,000

○대동 덕산2리 고산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공

사 40,000

○대동 향교1리 동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대동 향교4리 서교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대동 용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25,000,000원

14,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16,000,000원

4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5,000,000원

72,000,000원

16,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45,000,000원

40,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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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대동 강운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대동 용성1리 농로포장공사 20,000

○나산 용두리 오수마을 안길정비공사

20,000

○나산 구산리 주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0

○나산 이문리 사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나산 신평리 신촌마을 안길아스콘 덧씌우기공

사 35,000

○나산 수상리 유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나산 수상리 대안마을 농로정비공사

8,000

○나산 구산리 삼구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나산 방하마을 새마을창고 개보수공사

21,500

○나산 수하리 마산마을 시정주변정비공사

10,000

○나산 월봉리 안영 정자보수공사

15,000

○나산 초포 사촌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5,000

○나산 용두 괴정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나산 수하 장재동 안길재포장공사

10,000

○나산 용두 선박 농로포장공사 30,000

○나산 용두리 시정 설치공사 10,000

○나산 송암리 상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000

○나산 구산1리 평능천주변 농로포장공사

28,000

○나산 구산2리 주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0

○나산 이문3리 사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나산 초포1리 원초포마을 농로정비공사

10,000

○나산 삼축1리 백야산 진입로 정비공사

6,000

○나산 구산1리 냉천마을 주민편익시설 정비공

사 23,000

○해보 상곡리 운곡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해보 해보리 가작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5,000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1,5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8,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23,000,000원

30,000,000원

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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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해보 광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해보 해보리 월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1,000

○해보 대각리 각궁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0

○해보 금덕리 만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0,000

○해보 용산리 주현마을 주민공동시설 정비공사

20,000

○복지회관 환경정비사업 15,000

○월야 외치리 성실농장 뒤편 농로포장공사

20,000

○월야 영월리 덕령 농로정비공사

35,000

○월야 순촌마을 안길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월야 월악리 죽산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0

○월야 외치리 백야마을 시정도색공사

5,000

○월야 백야마을 주변정비공사 10,000

○월야 월야리 송계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13,000

○월야 양정~용월 배수로 수문설치공사

6,000

○월야 예덕리 신덕마을 경로당 주변정비공사

6,000

○월야 양정리 방축마을 농로포장공사

27,000

○월야 월야리 현대빌라 뒤 안길포장공사

7,000

○월야 월악리 용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월야 예덕리 예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5,000

○월야 용정리 복룡마을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

사 30,000

○월야 용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월야 예덕리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월야 월야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월야 월악리 성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월야 월악리 봉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월야 용정들 농로포장공사 10,000

○월야 용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20,000,000원

21,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35,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3,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27,000,000원

7,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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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취약지 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지역개발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월야 월계리 덕산 용수정비공사

10,000

○월야 예덕리 신덕 용수정비공사

15,000

○월야 외치리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

15,000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200,000

○안전사고 위험 등 노후새마을시설물 정비

100,000

○건축물, 새마을 시설물 등 소유권 및 대장 정

비(측량, 등기이전수수료 등) 10,000

○농로이전등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30,000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0

1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33,790 16,750 17,040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임

차료 20,000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3,790

20,000,000원

3,830,500,000원*0.36%

가로등 관리 151,900 100,000 51,900

가로등 설치 및 유지 151,900 100,000 51,900

202 여비 2,400 0 2,400

01 국내여비 2,400 0 2,400

○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여비

2,40020,000원*3명*4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149,500 100,000 49,500

01 시설비 149,500 100,000 49,500

○ 보안등 설치 개량 90,000

- 보안등 설치 50,000

- 노후 보안등 개보수 30,000

- 안전부적합 가로(보안)등 보수

10,000

○ 함평군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국도,군

도,농어촌도로 등) 10,000

○ 나산 나산교~동신부락 가로등 설치공사

19,500

○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0,000

1,000,000원*50등

500,000원*60등

100,000원*100등

500,000원*20등

1,300,000원*15등

30,000,000원

도로시설관리(수송및교통/도로) 10,000 10,000 0

자전거도로 정비 10,000 10,000 0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0,000 1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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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도로시설관리(수송및교통/도로)

단위: 자전거도로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0,000 10,000 0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0,000100,000원*100㎞

도시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2,668,380 3,100,080 △431,700

지 273,000

도 850,000

군 1,545,380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2,253,700 2,956,080 △702,380

도 850,000

군 1,403,700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207,440 105,700 101,740

201 일반운영비 3,960 2,640 1,320

01 사무관리비 3,960 2,640 1,320

○ 도시계획위원회 도서 인쇄비

3,000

○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추진 매식비

960

10,000원*15부*20회

8,000원*4명*30일

202 여비 3,480 3,060 420

01 국내여비 3,480 3,060 420

○ 도시, 군관리계획 중앙교육 등 참석여비

1,680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여비

400

○ 전라남도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여비

400

○ 도시계획 시설 관리업무 추진여비

1,000

70,000원*3명*8회

40,000원*2명*5회

40,000원*2명*5회

20,000원*50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00,000 100,000

01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

50,000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0,000

○ 도시계획도로 인도, 소파, 포장등 보수

100,000

10,000,000원*5개소

100,000원*500㎡

100,000,000원

도시재생사업 101,260 0 101,260

202 여비 1,260 0 1,260

01 국내여비 1,260 0 1,260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여비

1,26070,000원*3명*6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

획 수립용역 100,000100,000,000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45,000 4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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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도시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 40,000 5,000

01 시설비 45,000 40,000 5,00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5,0005,000,000원*9개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00 900,000 △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900,000 △700,000

01 시설비 200,000 900,000 △700,000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000200,000,000원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1,700,000 1,700,000 0

도 850,000

군 8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0,000 1,700,000 0

도 850,000

군 850,000

01 시설비 1,692,000 1,692,000 0

○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1,692,0001,692,000,000원

도 846,000

군 846,000

03 시설부대비 8,000 8,000 0

○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8,0008,000,000원

도 4,000

군 4,000

도시경관관리 410,000 140,000 270,000

지 273,000

군 137,000

도시경관정비사업 20,000 3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30,000 △10,000

01 시설비 20,000 30,000 △10,000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사업

20,00010,000,000원*2개소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함평구기산) 390,000 110,000 280,000

지 273,000

군 11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90,000 110,000 280,000

지 273,000

군 117,000

01 시설비 387,200 110,000 277,200

○함평 구기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387,200387,200,000원

지 271,040

군 116,160

03 시설부대비 2,800 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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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도시개발(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단위: 도시경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함평 구기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부대비

2,8002,800,000원

지 1,960

군 840

개발행위 4,680 4,000 680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4,680 0 4,680

201 일반운영비 480 0 480

01 사무관리비 480 0 480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업무 추진 매식비

4808,000원*3명*20일

202 여비 4,200 0 4,200

01 국내여비 4,200 0 4,200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인허가 및 준공업무 추

진 여비 1,200

○개발행위 불법 지도단속 여비

3,000

20,000원*3명*20일

20,000원*3명*50일

행정운영경비(전략경영과)(기타/기타) 32,688 30,528 2,160

기본경비 32,688 30,528 2,160

기본경비 32,688 30,528 2,160

201 일반운영비 13,728 13,128 600

01 사무관리비 11,520 10,920 600

○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9,600

○ 신문,잡지 구독료 1,920

50,000원*16명*12월

10,000원*16종*12월

02 공공운영비 2,208 2,208 0

○ 업무추진 우편후납요금 2,208

- 일반우편 1,050

- 등기우편 1,158

300원*3,500매

1,930원*600매

202 여비 15,360 14,400 960

01 국내여비 15,360 14,400 960

○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

15,36080,000원*16명*12월

203 업무추진비 3,600 3,000 6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000 6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300,000원*12월

재무활동(전략경영과)(산업ㆍ중소기업/산업진흥ㆍ고도화) 1,140,340 2,047,204 △906,864

내부거래지출 1,140,340 2,047,204 △906,864

내부거래지출 1,140,340 2,047,204 △906,864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640,340 1,747,204 △1,106,864

01 기타회계전출금 640,340 1,747,204 △1,1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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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략경영과

정책: 재무활동(전략경영과)(산업ㆍ중소기업/산업진흥ㆍ고도화)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관리 전출금(이자 및 운

영비) 580,340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군비부담)

60,000

580,340,000원

60,000,000원

702 기금전출금 500,000 300,000 200,000

01 기금전출금 500,000 300,000 200,000

○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500,000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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