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

지역경제과 10,081,000 9,733,000 348,000

기 10,081,000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64,400 7,433,100 △3,868,700

기 3,564,400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

2,437,100 2,252,400 184,700

기 2,437,1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345,000 350,000 △5,000

기 345,000

201 일반운영비 35,000 35,000 0

기 35,000

01 사무관리비 32,000 32,000 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교실 운영 27,000

기 27,000

에너지월드내 전시대 교체 5,000

기 5,000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교실운영 차량유지비 3,000

기 3,000

301 일반보상금 3,000 3,000 0

기 3,000

09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0 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교실 운영보상 3,000

기 3,000

307 민간이전 307,000 307,000 0

기 307,000

01 의료및구료비 307,000 307,000 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교실 운영의료품 7,000

기 7,00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 300,000

기 30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웅천 105,195 94,159 11,036

기 105,195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65 84,753 △49,688

기 35,065

01 시설비 34,685 83,913 △49,228

성동1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4,685

기 34,685

03 시설부대비 380 840 △460

성동1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80

기 380

402 민간자본이전 70,130 9,406 60,724

기 70,13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0,130 9,406 60,724

성동2리 마을회관 토지 구입 35,065

기 35,065

성동3리 마을회관 토지 구입 35,065

기 35,065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포 146,860 42,013 104,847

기 146,860

101 인건비 4,500 6,000 △1,500

기 4,5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0 6,000 △1,500

주포면 주민자치센터관리 4,500

기 4,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360 0 46,360

기 46,360

01 시설비 46,360 0 46,360

주포면 주민생활불편 민원사업 34,360

기 34,360

보령2리 마을공동 농업용관정 개발 12,000

기 12,000

402 민간자본이전 96,000 11,000 85,000

기 96,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6,000 11,000 85,000

보령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12,000

기 12,000

마강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12,000

기 12,000

마강2리 마을공동 토지 매입 12,000

기 12,000

봉당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12,000

기 12,000

봉당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12,000

기 12,000

관산리마을공동 토지 매입 12,000

기 12,000

연지리 마을공동 토지 매입 24,000

기 24,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교 398,625 550,956 △152,331

기 398,625

307 민간이전 4,000 57,150 △53,150

기 4,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 17,150 △13,150

은포3리 정화조청소 4,000

기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325 150,456 △88,131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62,325

01 시설비 61,933 148,876 △86,943

은포4리 마을팔각정 설치 20,400

기 20,400

송학2리 배수로 정비 21,070

기 21,070

송학3리 마을화단조성 사업 5,000

기 5,000

신대4리 배수로 정비 14,838

기 14,838

주교면 생활불편 민원사업 625

기 625

03 시설부대비 392 1,580 △1,188

송학2리 배수로 정비 230

기 230

신대4리 배수로 정비 162

기 162

402 민간자본이전 332,300 333,350 △1,050

기 332,3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32,300 333,350 △1,050

은포2리 상수도공사 토지 구입 37,000

기 37,000

은포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39,000

기 39,000

은포3리 마을공동 토지 구입 41,000

기 41,000

은포3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21,000

기 21,000

은포4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45,600

기 45,600

송학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49,700

기 49,700

송학3리 마을공동농지 구입 54,000

기 54,000

송학3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10,000

기 10,000

신대4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35,000

기 35,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959,207 794,865 164,342

기 959,207

307 민간이전 141,600 108,900 32,700

기 141,6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1,600 78,900 62,700

오천면 경로당 연료비 지원 10,400

기 10,400

삽시도리 마을환경정화 20,00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20,000

삽시도리 마을공동버스운영 지원 18,000

기 18,000

장고도리 마을환경정화 30,200

기 30,200

외연도리 탐방로 제초 및 환경정화 25,000

기 25,000

외연도리 마을공동시설운영 지원 38,000

기 3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4,977 138,665 56,312

기 194,977

01 시설비 193,240 137,700 55,540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33,440

기 33,440

교성1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000

기 35,000

교성2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400

기 62,400

녹도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400

기 62,400

03 시설부대비 1,737 965 772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367

기 367

교성1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0

기 170

교성2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

기 600

녹도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

기 600

402 민간자본이전 622,630 536,900 85,730

기 622,63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22,630 536,900 85,730

원산도연합청년회 물품구입 3,000

기 3,000

소성2리 태양광발전사업 분양(매입) 63,000

기 63,000

영보1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1,900

기 21,900

영보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51,100

기 51,100

영보2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50,304

기 50,304

영보2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2,696

기 22,696

교성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27,830

기 27,83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교성3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37,150

기 37,150

교성3리 마을방송장비 구입 10,000

기 10,000

교성3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15,850

기 15,850

갈현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10,795

기 10,795

갈현리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52,205

기 52,205

오포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50,790

기 50,790

오포1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2,210

기 22,210

삽시도리 마을버스 구입 25,000

기 25,000

고대도리 바지락종자 살포 43,000

기 43,000

고대도리 해삼종자 살포 20,000

기 20,000

장고도리 바지락종자 살포 32,800

기 32,800

호도리 해삼종자 살포 63,000

기 63,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천북 482,213 420,407 61,806

기 482,213

307 민간이전 8,000 14,007 △6,007

기 8,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 14,007 △6,007

유원지 및 염성해변 환경정화 4,000

기 4,000

축사밀집지역 및 해변취약지 하계방역 4,000

기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3,935 234,900 29,035

기 263,935

01 시설비 261,175 232,700 28,475

하만1리 배수로설치 공사 23,863

기 23,863

하만3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23,850

기 23,850

학성3리 농업용관정 설치 21,870

기 21,870

사호1리 배수로 및 석축공사 14,316

기 14,316

사호2리 배수로시설 공사 14,316

기 14,316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사호3리 선착장 확장 공사 14,316

기 14,316

장은2리 아스콘포장 공사 14,316

기 14,316

장은3리 배수로설치 공사 14,316

기 14,316

장은4리 농업용관정 설치 9,900

기 9,900

궁포1리 배수로설치 공사 14,316

기 14,316

낙동1리 배수로설치 공사 14,316

기 14,316

낙동3리 마을안길확장 공사 14,316

기 14,316

낙동4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4,316

기 14,316

낙동5리 마을안길확장 공사 14,316

기 14,316

신죽1리 농업용관정 설치 14,316

기 14,316

신죽2리 배수로시설 공사 9,900

기 9,900

신죽3리 농업용관정 설치 14,316

기 14,316

03 시설부대비 2,760 2,200 560

하만1리 배수로설치 공사 260

기 260

하만3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260

기 260

학성3리 농업용관정 설치 240

기 240

사호1리 배수로 및 석축공사 150

기 150

사호2리 배수로시설 공사 150

기 150

사호3리 선착장 확장 공사 150

기 150

장은2리 아스콘포장 공사 150

기 150

장은3리 배수로설치 공사 150

기 150

장은4리 농업용관정 설치 100

기 100

궁포1리 배수로설치 공사 150

기 150

낙동1리 배수로설치 공사 150

기 15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낙동3리 마을안길확장 공사 150

기 150

낙동4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50

기 150

낙동5리 마을안길확장 공사 150

기 150

신죽1리 농업용관정 설치 150

기 150

신죽2리 배수로시설 공사 100

기 100

신죽3리 농업용관정 설치 150

기 150

402 민간자본이전 210,278 171,500 38,778

기 210,278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0,278 171,500 38,778

하만2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4,110

기 24,110

하만4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4,110

기 24,110

학성1리 농업용물탱크 보강 사업 22,110

기 22,110

학성2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2,110

기 22,110

학성4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22,110

기 22,110

장은1리 마을회관주방 증축 14,466

기 14,466

장은4리 농업용물품 구입 4,466

기 4,466

궁포2리 마을회관물품 구입 14,466

기 14,466

낙동2리 마을방송장비 구입 14,466

기 14,466

신덕1리 저온창고 설치 14,466

기 14,466

신덕2리 저온저장고 설치 14,466

기 14,466

신덕3리 마을공동토지 매입 14,466

기 14,466

신죽2리 마을회관 도배 4,466

기 4,466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87,300 5,160,700 △4,073,400

기 1,087,3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교 456,818 401,955 54,863

기 456,818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458 80,940 22,518

기 103,458

01 시설비 102,600 80,260 22,340

고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옹벽 설치 19,883

기 19,883

관창1리 주민숙원사업 18,993

기 18,993

관창2리 마을도로 정비 15,729

기 15,729

관창3리 마을도로 정비 24,177

기 24,177

주교면 주민생활불편 민원사업 23,818

기 23,818

03 시설부대비 858 680 178

고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옹벽 설치 217

기 217

관창1리 주민숙원사업 207

기 207

관창2리 마을도로 정비 171

기 171

관창3리 마을도로 정비 263

기 263

402 민간자본이전 353,360 305,060 48,300

기 353,36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3,360 305,060 48,300

고정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46,900

기 46,900

고정2리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21,600

기 21,600

고정2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50,400

기 50,400

관창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44,800

기 44,800

관창2리 마을회관물품 구입 312

기 312

관창2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36,788

기 36,788

관창3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30,560

기 30,560

신대1리 마을회관 에어컨 구입 2,500

기 2,500

신대1리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16,800

기 16,800

신대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26,093

기 26,093

신대1리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6,607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6,607

신대3리 마을공동농지 구입 50,000

기 50,000

신대3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20,00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630,482 561,745 68,737

기 630,482

201 일반운영비 5,000 3,745 1,255

기 5,000

01 사무관리비 5,000 3,745 1,255

오천면 소규모시설 긴급장비 임차료 5,000

기 5,000

307 민간이전 138,459 175,600 △37,141

기 138,459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8,459 175,600 △37,141

효자1리 마을환경정화 11,100

기 11,100

효자1리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 4,000

기 4,000

효자2리 마을환경정화 40,000

기 40,000

원산도 마을공동버스운영 지원 27,000

기 27,000

원산1리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 18,359

기 18,359

원산1리 마을하계방역 7,000

기 7,000

원산2리 복지회관 운영 지원 5,000

기 5,000

원산2리 마을하계방역 6,000

기 6,000

원산3리 마을하계방역 7,000

기 7,000

원산3리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 13,000

기 1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1,482 54,000 △2,518

기 51,482

01 시설비 50,800 54,000 △3,200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50,800

기 50,800

03 시설부대비 682 0 682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682

기 682

402 민간자본이전 435,541 328,400 107,141

기 435,541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35,541 328,400 107,141

오포2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6,758

기 6,758

오포2리 마을공동영농 운영차량 구입 17,000

기 17,000

오포2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112,242

기 112,242

오포3리 상수도급수 공사 73,000

기 73,000

효자1리 바지락종자 살포 40,000

기 40,000

효자1리 해삼종자 살포 17,900

기 17,900

효자2리 바지락종자 살포 33,000

기 33,000

원산1리(진고지) 마을회관토지 매입 33,000

기 33,000

원산1리 마을회관물품 구입 2,000

기 2,000

원산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3,641

기 3,641

원산2리 바지락종자 살포 53,000

기 53,000

원산3리 바지락종자 살포 44,000

기 44,000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20,000 20,000 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20,000 20,000 0

기 20,000

206 재료비 10,000 0 10,000

기 10,000

01 재료비 10,000 0 10,000

오천면 하계방역운영 지원 10,000

기 10,000

307 민간이전 10,000 20,000 △10,000

기 1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20,000 △10,000

오천면 주민자치운영 지원 10,000

기 10,000

신보령소수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사업)

20,000 0 20,00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20,000 0 20,000

기 20,00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신보령소수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기 20,000

01 시설비 19,760 0 19,760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9,760

기 19,760

03 시설부대비 240 0 240

오천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240

기 240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8,000 0 208,000

기 208,000

보령댐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5,000 0 15,000

기 15,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15,000 0 15,000

기 1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700 0 11,700

기 11,700

01 시설비 11,700 0 11,700

웅천복지관 마을시설 개선 5,175

기 5,175

옥현1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6,525

기 6,525

402 민간자본이전 3,300 0 3,300

기 3,3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300 0 3,300

개화3리 노인회관 물품구입 525

기 525

황율2리 경로당 물품구입 1,500

기 1,500

황율1리 경로당 물품구입 1,275

기 1,275

보령솔라팜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 0 20,00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20,000 0 20,000

기 2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 20,000

기 2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 0 20,000

개화3리 마을공동 농작물 재배 하우스 설치 20,000

기 20,000

개화솔라팜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 0 20,00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20,000 0 20,000

기 20,00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개화솔라팜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 20,000

기 2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 0 20,000

개화3리 마을공동 농작물 재배 하우스 설치 20,000

기 20,000

선도리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00 0 1,000

기 1,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1,000 0 1,000

기 1,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 0 1,000

기 1,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 0 1,000

유곡2리 경로당 물품구입 1,000

기 1,000

교성리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8,000 0 68,000

기 68,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20,000 0 20,000

기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기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교성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20,000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특별) 48,000 0 48,000

기 4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000 0 48,000

기 48,000

01 시설비 47,600 0 47,600

교성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47,600

기 47,600

03 시설부대비 400 0 400

교성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400

기 400

청천수상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4,000 0 84,000

기 84,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 20,000 0 20,000

기 2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 20,000

기 2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 0 20,000

죽정1통 소형 농기계 구입 20,000

기 20,00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 청천수상태양광발전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특별) 64,000 0 64,000

기 64,000

402 민간자본이전 64,000 0 64,000

기 64,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4,000 0 64,000

죽정1통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64,000

기 64,000

예비비 6,308,600 2,299,900 4,008,700

기 6,308,600

예비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

6,308,600 2,299,900 4,008,700

기 6,308,6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6,308,600 2,299,900 4,008,700

기 6,308,600

801 예비비 6,308,600 2,299,900 4,008,700

기 6,308,600

01 일반예비비 6,308,600 2,299,900 4,008,700

예비비 6,308,600

기 6,308,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