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경관기획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경관사업과 5,935,720 6,402,539 △466,819

국 105,244

광 412,000

도 177,600

시 5,240,876

도시경관관리 5,867,648 6,334,528 △466,880

국 105,244

광 412,000

도 177,600

시 5,172,804

경관기획 23,430 113,246 △89,816

도시경관활성화사업 23,430 113,246 △89,816

201 일반운영비 1,840 1,680 160

01 사무관리비 1,840 1,680 160

○일반수용비 300

― 전라남도 경관상 평가자료 책자 제작

300

○운영수당 1,540

― 목포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40

100,000원*3부

70,000원*11명*2회

202 여비 1,590 1,566 24

01 국내여비 1,590 1,566 24

○국내여비 1,590

― 공공디자인 세미나 등 참가 여비

1,060

― 우수경관지 벤치마킹 추진 여비

530

264,800원*2명*2회

264,800원*2명*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01 시설비 20,000 0 20,000

○문화의 집 앞 경관오름길 조성(L=135m)-주민

참여예산 20,00020,000,000원*1식

시가지 녹화 2,124,295 2,828,574 △704,279

국 105,244

광 412,000

도 173,600

시 1,433,45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551,788 598,840 △47,052

국 105,244

광 112,000

도 33,600

시 300,944

101 인건비 71,403 57,045 14,358

국 25,244

시 46,15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03 57,045 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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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목관련 즉결민원 처리 인부임

17,082

○도시녹지 관리인 인부임 28,000

45,550원*5명*15일*5월

14,000,000원*2명

국 16,800

시 11,200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 14,07314,073,000원*1명

국 8,444

시 5,629

○가로수 생육개선 인부임 1,716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 관리 인부임

4,680

○시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2,808

○가로수 관리인부 4대보험료

3,044

57,200원*3명*10일

62,400원*5명*15일

62,400원*3명*15일

26,286,000원*11.58%

201 일반운영비 11,185 10,185 1,000

01 사무관리비 10,185 10,185 0

○일반수용비 4,800

― 도시녹화 수목정비 부산물 처리비

4,800

○피복비 600

― 안전복 외 3종 600

○급량비 1,365

― 가로수 태풍피해 특근매식비

1,365

○운영수당 420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20

○임차료 3,000

― 가로수 전정작업 장비임차(카고크레인)

3,000

20,000원*20톤*12월

120,000원*5벌

7,000원*3명*65일

70,000원*6명*1회

300,000원*10일

02 공공운영비 1,000 0 1,00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 차량 보험료 등 1,0001,000,000원*1식

206 재료비 12,500 12,910 △410

01 재료비 12,500 12,910 △410

○가로수 지주목 구입 (보수용)

4,400

○가로수 시비용 고형 복합 비료

2,500

○가로수 생육개선 영양제 구입 5,600

22,000원*200조

25,000원*100포

7,000원*800병

401 시설비및부대비 404,000 516,000 △112,000

국 80,000

광 112,000

도 33,600

시 1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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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404,000 516,000 △112,000

○도시녹화사후관리 및 응급복구(시설물보수,

보식, 전정등) 100,000

○가로수 조성사업 224,000

100,000,000원*1식

224,000,000원*1식

광 112,000

도 33,600

시 78,400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

80,00080,000,000원*1식

국 80,000

405 자산취득비 52,700 2,700 5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700 2,700 50,000

○기계톱구입 700

○수벽 양날전지기구입 1,400

○예취기구입 600

○수목병해충 방제 및 관수용 차량구입

50,000

700,000원*1대

700,000원*2대

300,000원*2대

50,000,000원*1대

녹지조성 및 관리 972,507 1,229,734 △257,227

도 50,000

시 922,507

101 인건비 12,707 11,810 89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07 11,810 897

○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11,388

○도시녹지 관리인부 4대보험료

1,319

45,550원*5명*10일*5회

11,388,000원*11.58%

201 일반운영비 60,740 61,214 △474

01 사무관리비 1,485 1,485 0

○일반수용비 1,485

― 완충녹지 및 도시숲 청소용 종량제 봉투

1,485990원*10개소*3매*50일

02 공공운영비 59,255 59,729 △474

○ 공공요금 및 제세 33,480

― 바닥분수,음수대,사랑의 광장 등 상하수도

요금 5,400

― 바닥분수 전기요금 6,480

― 녹지대 및 도시숲 공원등 전기요금

21,600

○시설장비유지비 25,775

― 녹지대 공원등 램프 및 안정기 유지보수

2,475

― 북항완충녹지 등 편익시설물 유지보수

900

― 장미의 거리 등 도시숲 편익시설물 유지보

수 2,000

500,000원*12월*90%

600,000원*12월*90%

2,000,000원*12월*90%

16,500원*150등

100,000원*3개소*3회

2,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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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바닥분수 유지보수 9,000

― 웰빙체육시설물 유지보수

1,000

― 주민쉼터 유지보수 1,000

― 도시녹화가동 유류대 8,400

ㆍ휘발유 4,560

ㆍ경유 2,040

ㆍ씨씨오일 900

ㆍ윤활유 900

― 도시녹화 사후관리 차량 수리

500

― 도시녹화 사후관리 장비 수리비

500

1,500,000원*3개소*2회

100,000원*10개소

100,000원*10개소

1,900원*200ℓ *12월

1,700원*100ℓ *12월

3,000원*300ℓ

9,000원*100ℓ

500,000원*1식

50,000원*10대

202 여비 1,060 1,044 16

01 국내여비 1,060 1,044 16

○우수 도시숲 및 완충녹지 벤치마킹

1,060264,800원*2명*2회

206 재료비 9,000 9,000 0

01 재료비 9,000 9,000 0

○수목 병해충 방제 재료 구입 9,000

― 방제용 약제 등 9,0009,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889,000 1,146,666 △257,666

도 50,000

시 839,000

01 시설비 889,000 1,146,666 △257,666

○완충 및 경관녹지 토지보상

600,000

○주민쉼터 조성(2개소) 20,000

○담장허물기사업(연동초교)

50,000

○목포공고 학교숲조성(국비보조사업 시비분)

39,000

○연산동 완충녹지공원 산책로 조성(L=500m)-주

민참여예산 50,000

600,000,000원*1식

20,000,000원*1개소

50,000,000원*1개소

39,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도 50,000

○대성동 주민쉼터 신설-주민참여예산

80,000

○삼향천 산책로 벚꽃길 조성(L=805m,400주)-주

민참여예산 20,000

○사랑의공원 연못 바닥 야간조명 및 경사로 설

치-주민참여예산 30,000

40,000,000원*2개소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지자체도시숲조성 600,000 1,000,000 △400,000

광 300,000

도 90,000

시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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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시가지 녹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1,000,000 △400,000

광 300,000

도 90,000

시 210,000

01 시설비 600,000 1,000,000 △400,000

○녹색 쌈지공원(도시숲) 조성사업

596,220596,220,000원*1식

광 300,000

도 90,000

시 206,220

○녹색 쌈지공원(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780600,000,000원*0.63%

꽃도시 조성 316,983 435,009 △118,026

도 4,000

시 312,983

꽃육묘 및 식재 316,983 435,009 △118,026

도 4,000

시 312,983

101 인건비 137,753 130,247 7,50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753 130,247 7,506

○꽃육묘하우스 관리 인부임

28,028

○시가지 꽃관리 인부임 95,428

― 꽃식재 인부임 51,244

― 제초 및 병충해 방제 23,686

― 급수작업 20,498

○시가지 꽃관리인부 4대보험 등

14,297

57,200원*7명*70일

45,550원*15명*75일

45,550원*10명*52일

45,550원*5명*90일

123,456,000원*11.58%

201 일반운영비 18,670 23,092 △4,422

01 사무관리비 11,630 15,556 △3,926

○일반수용비 4,890

― 관리기,예초기,분무기,트랙터 유류구입 2,410

ㆍ경 유 1,360

ㆍ씨씨오일 600

ㆍ윤활유 450

― 꽃이름표 제작 2,000

― 꽃조형물 로고 및 표찰제작

360

― 육묘장 구급약품 구입 120

○급량비 1,344

― 육묘작업 급량비 1,344

○임차료 4,100

― 꽃육묘장 토지 사용료 2,600

― 꽃조형물 운반 장비 임차료 1,500

1,700원*800ℓ

3,000원*200개

9,000원*50개

10,000원*100개*2회

30,000원*2종*6회

30,000원*4회

7,000원*4명*4일*12월

2,600,000원*1년

250,000원*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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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꽃도시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피복비 1,296

― 작업복 500

― 하계 작업용 얼음조끼 796

25,000원*10명*2회

39,800원*20명

02 공공운영비 7,040 7,536 △496

○공공요금 및 제세 3,200

― 꽃육묘장 전기사용료 960

― 상하수도 사용료 1,440

― 취득차량 보험료 800

○시설장비 유지비 3,840

― 꽃육묘장 장비수리(관리기외 3종)

2,400

― 꽃육묘장 무인경비(CCTV)유지관리비

1,440

80,000원*12월

40,000원*3개소*12월

800,000원*1회

200,000원*4종*3회

120,000원*12월

202 여비 1,060 1,044 16

01 국내여비 1,060 1,044 16

○화훼산업 우수시군 벤치마킹 추진

1,060264,800원*2명*2회

206 재료비 94,500 99,210 △4,710

01 재료비 94,500 99,210 △4,710

○시가지 식재용 꽃종자 및 꽃묘구입

30,000

○꽃육묘 및 식재관리 재료 64,500

― 꽃묘 비닐 컵포트 15,750

― 꽃육묘 흙제조 재료(상토, 바크, 피트머스

등) 4,000

― 꽃 진열용 PVC울타리 화분

7,500

― 진열용 원형화분 4,000

― 흙(마사토) 8,500

― 유기질비료 4,800

― 꽃재배 복비, 요소 1,900

― 병충해 방제농약 1,250

― 영양제 1,000

― 축제.행사용 이벤트화단 설치 재료

6,750

― 꽃육묘 비닐하우스 피복용 비닐

5,000

― 꽃육묘 보온 터널용 비닐 1,250

― 비닐하우스 해가림 차광막 1,500

― 비닐하우스 터널용 철강활죽

300

― 비닐하우스 보온용 부직포 1,000

25,000원*15종*20봉*4회

35원*450,000개

20,000원*50포*4회

5,000원*1,500개

2,000원*2,000개

17,000원*500㎥

3,200원*1,500포

9,500원*200포

25,000원*5종*10회

25,000원*10병*4회

750,000원*3종*3회

250,000원*20롤

25,000원*50롤

30,000원*50롤

300원*1,000매

50,000원*20롤

401 시설비및부대비 65,000 180,666 △115,666

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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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꽃도시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61,000

01 시설비 65,000 180,666 △115,666

○축제 홍보꽃탑 설치 15,000

○꽃육묘 급수용 지하수 관정개발(대형)

40,000

○F1대회를 위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0,000

15,000,000원*1개

40,000,000원*1공

10,000,000원*1식

도 4,000

시 6,000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3,402,940 2,957,699 445,241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3,116,059 2,784,120 331,939

201 일반운영비 2,697,530 2,347,490 350,040

01 사무관리비 24,820 23,636 1,184

○일반수용비 22,820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478

ㆍ양을터널(300kw) 2,994

ㆍ삼향천 음악분수(150kw) 1,850

ㆍ옥암지하차도(885kw) 8,919

ㆍ만남의 폭포(500kw) 4,715

―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점멸

기10대) 610

―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가로

등400본) 2,732

― 양을터널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550

― 삼향천 음악분수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50

○피복비 600

― 작업복 300

― 안전화 300

○급량비 1,400

― 가로등,보안등 민원 처리 및 야간 순찰 급

식비 1,400

249,450원*12월

154,150원*12월

743,180원*12월

392,890원*12월

60,940원*10대

6,830원*400본

550,000원*1식

450,000원*1식

25,000원*6명*2회

25,000원*6명*2회

7,000원*4명*50일

02 공공운영비 2,672,710 2,323,854 348,856

○공공요금 및 제세 2,583,060

― 가로등 전기요금(408개소)

510,180

― 보안등 전기요금(6,425개소)

262,152

― 양을터널 전기요금 65,808

― 옥암지구 가로등 전기요금

176,028

― 옥암 지하차도 전기요금 69,288

― 만남의 광장 폭포 전기요금

61,596

42,515,000원*12월

21,846,000원*12월

5,484,000원*12월

14,669,000원*12월

5,774,000원*12월

5,133,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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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원도심 벽천 전기요금 2,376

― 압해대교 시경계분 가로등 전기요금

23,100

― 양을산 외 4개 산 등산로 공원등 전기요금(

17개소) 39,168

― 신항만 가로등 전기요금 19,200

― 조명시설 양방향시스템 운영 통신비

13,080

― 만남의 폭포 상하수도 사용료

50,160

― 원도심 벽천 상하수도 사용료

13,200

―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상환

금 1,277,724

○시설장비 유지비 89,650

― 무선원격 제어 시스템 주장비 유지비

2,000

― 가로등 시설(ESCO사업 제외지역) 유지비

12,600

― 보안등 시설(ESCO사업 제외지역) 유지비

7,800

― 가로등,보안등 램프교체비

21,794

― 양을산 외 4개 산 등산로 공원등 시설유지

비 1,056

― 양을터널(300kw) 전기시설 유지비

15,000

― 삼향천 음악분수 및 터널분수 시설유지비

7,000

― 옥암 지하차도(885kw) 전기시설 유지비

8,000

― 만남의 폭포 시설 유지비

12,000

― 원도심 벽천 시설 유지비

2,400

198,000원*12월

1,925,000원*12월

3,264,000원*12월

1,600,000원*12월

1,090,000원*12월

4,180,000원*12월

1,100,000원*12월

106,477,000원*12월

2,000,000원*1식

200,000원*2,100본*3%

200,000원*1,300본*3%

50,000원*14,529본*3%

200,000원*352본*1.5%

1,500,000,000원*1%

700,000,000원*1%

800,000,000원*1%

1,500,000,000원*0.8%

300,000,000원*0.8%

202 여비 1,060 1,044 16

01 국내여비 1,060 1,044 16

○국내여비 1,060

― 가로등 및 보안등 업무추진 관외 여비

1,060264,800원*2명*2회

206 재료비 35,469 16,586 18,883

01 재료비 35,469 16,586 18,883

○보안등 자동점멸기 2,860

○가로등 무선원격수신기 10,000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자재(케이블 및

등기구) 3,400

220,000원*1,300등*1%

2,000,000원*5대

100,000원*3,400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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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가로등, 보안등 램프(ESCO사업지역 포함)

11,043

○가로등, 보안등 안정기 3,366

○가로등 점멸기 낙뢰 방지용 차단기

4,800

38,000원*14,529등*2%

49,500원*3,400등*2%

160,000원*30개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0

12 기타보상금 1,000 1,000 0

○가로등 훼손 신고자 보상금 1,000100,000원*10명

305 배상금등 1,000 0 1,000

01 배상금등 1,000 0 1,000

○가로등(보안등)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금

1,0001,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380,000 418,000 △38,000

01 시설비 380,000 418,000 △38,000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200,000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20개소)

50,000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30,000

○도서지역 노후보안등기구 교체공사

5,000

○가로등 임시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3,000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30,000

○노후 가로등주(FRP) 교체공사

12,000

○옥암동 녹도 공원등 설치(L=780m)-주민참여예

산 30,000

○구 청호시장앞 조명타워 신설공사(주민참여예

산) 20,000

20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1,000,000원*30개

500,000원*10개

1,500,000원*2개소

6,000,000원*5대

1,200,000원*10본

3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경관조명시설 286,881 173,579 113,302

201 일반운영비 204,987 151,335 53,652

01 사무관리비 480 480 0

○피복비 480

― 작업복 150

― 안전화 150

― 면장갑 180

25,000원*3명*2회

25,000원*3명*2회

200원*3명*300컬레

02 공공운영비 204,507 150,855 53,652

○공공요금 및 제세 157,200

― 경관조명 전기요금 144,000

― 삼향천 음악, 터널분수 상하수도요금

13,200

○시설장비 유지비 47,307

12,000,000원*12월

1,1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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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도시경관관리

단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고하도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5,533

― 유달산 일이등바위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

비 7,488

― 평화광장 경관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1,703

― 소 삼학도 일원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6,033

― 빛의 거리 조형물 유지비

2,050

― 삼향천 일원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6,056

― 유달유원지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3,468

― 갓바위 해상보행교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

비 2,020

― 고하대로 경관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

1,456

― 시내 수목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1,500

130,000원*532등*8%

180,000원*520등*8%

1,170,300,000원*1%

603,229,000원*1%

410,000,000원*0.5%

757,000,000원*0.8%

433,490,000원*0.8%

201,969,000원*1%

291,061,000원*0.5%

300,000,000원*0.5%

206 재료비 21,894 22,244 △350

01 재료비 21,894 22,244 △350

○램프(나트륨,메탈할라이드)1㎾외 10종

5,600

○안정기(나트륨,메탈할라이드)1㎾외 10종

9,600

○FCV 케이블 6,694

70,000원*80개

120,000원*80개

6,694원*1,000m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보해상가앞 빛의 거리 잔여구간 보수공사

60,0006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경관사업과) 68,072 68,011 61

인력운영비(경관사업과) 4,200 4,200 0

인력운영비(경관사업과) 4,200 4,200 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경관사업과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경관사업과) 63,872 63,811 61

기본경비(경관사업과) 63,872 63,811 61

201 일반운영비 21,235 21,235 0

01 사무관리비 21,235 21,235 0

○일반수용비 11,155

― 기본 사무용품비 2,000100,000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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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관사업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경관사업과)

단위: 기본경비(경관사업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복사기 수선비 2,000

―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3,555

― 복사용지 구입비 3,600

○급량비(특근매식비) 10,080

500,000원*2대*2회

237,000원*3대*5회

20,000원*15박스*12월

7,000원*20명*6일*12월

202 여비 42,637 42,576 61

01 국내여비 42,637 42,576 61

○경관사업 업무추진 관내여비

38,400

○경관사업 시책발굴 업무추진 여비

4,237

20,000원*20명*8일*12월

264,800원*4명*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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