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건축행정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축행정과

건축행정과 1,924,855 1,279,085 645,770

주택 건설 및 운영 1,850,044 1,201,952 648,092

건축행정 지원 1,069,344 75,448 993,896

불법건축물 지도 12,274 15,628 △3,354

201 일반운영비 6,554 9,508 △2,954

01 사무관리비 5,930 8,420 △2,490

○일반수용비 4,330

―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홍보안내문제작

2,530

―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

1,800

○임차료 1,600

― 불법건축물 정비용 장비임차(크레인)

1,600

55,000원*23개동*2회

30,000원*5건*12월

50,000원*8시간*4일

02 공공운영비 624 1,088 △464

○공공요금 및 제세 624

― 등기촉탁 및 등기해제 수수료

6242,000원*26건*12월

202 여비 5,720 6,120 △400

01 국내여비 5,720 6,120 △400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독려 관외여비

2,800

○이행강제금 행정소송수행 관외여비

1,000

○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

1,920

100,000원*4명*7회

100,000원*2명*5회

20,000원*4명*2회*12월

건축행정 1,057,070 59,820 997,250

201 일반운영비 54,070 56,070 △2,000

01 사무관리비 54,070 56,070 △2,000

○일반수용비 46,750

― 건축관계자 교육자료 제작

1,000

― 건축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8,400

―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33,600

― 재난위험 건축물 안내 경고판 제작

750

― 중단된 공사현장 위해방지시설 설치

3,000

○운영수당 5,320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5,320

○임차료 2,000

5,000원*100권*2회

42,000원*200건*1시간

42,000원*200건*4시간

50,000원*15개소

1,500,000원*2개소

70,000원*19명*4회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건축행정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재난발생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2,00050,000원*8시간*5일

202 여비 3,000 3,750 △750

01 국내여비 3,000 3,750 △750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관외여비

1,800

○건축허가 업무 협의 관외여비

1,200

100,000원*3명*6회

100,000원*2명*6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구 목포경찰서 건축물 철거

1,000,0001,000,000,000원*1식

공동주택 관리지원 400,700 996,504 △595,804

공동주택 관리지원 20,700 21,504 △804

201 일반운영비 17,900 18,204 △304

01 사무관리비 17,900 18,204 △304

○일반수용비 4,900

― 공동주택설계도서 보관용 바인더 구입

500

― 위험공사 현장 안전망 및 안전휀스 등 구입

1,200

― 공동주택단지 관리메뉴얼 제작 및 보급

3,200

○위탁교육비 6,000

― 건축행정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6,000

○운영수당 5,000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참석수당 840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0

―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0

―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윤리교육 강사수당 80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수당

2,000

5,000원*100개

300,000원*4개소

8,000원*400부

300,000원*20명

70,000원*12명*1회

70,000원*9명*2회

70,000원*10명*3회

400,000원*2명*1회

100,000원*10명*2개소

202 여비 2,800 3,300 △500

01 국내여비 2,800 3,300 △500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외여비

1,600

○공동주택 행정소송(분양전환등)수행 관외여비

1,200

100,000원*2명*8회

100,000원*2명*6회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380,000 975,000 △595,000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공동주택 관리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35,000 35,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35,000 0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35,0002,000,000원*35개소*5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5,000 690,000 △495,000

01 시설비 195,000 690,000 △495,000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노후 공동주택등 안

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 10,000

○산정동 일신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교체 사업

20,000

○우미블루빌아파트 단지내 구조개선 사업

20,000

○비파3차아파트 단지내 구조개선 사업

20,000

○광명1차아파트 단지내 구조개선 사업

20,000

○광명2차아파트 단지내 구조개선 사업

20,000

○유달아파트 환경개선 사업 20,000

○연산현대아파트 환경정비사업(주차장)

30,000

○하당동아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

35,000

5,000,000원*2개소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402 민간자본이전 150,000 250,000 △1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0 250,000 △100,000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

50,000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00,000

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주거환경 개선 380,000 130,000 250,000

빈집 및 환경 정비 120,000 10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00,000 20,000

01 시설비 120,000 100,000 20,000

○용당1동, 용당2동 빈집철거 사업

20,000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100,000

2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30,000 3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0

01 시설비 30,000 30,000 0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10,000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

20,000

1,000,000원*10개동

20,000,000원*1식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 주거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유달산 일주도로변 지붕 경관개선사업 100,000 0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 유달산 일주도로변 지붕 경관개선사업(주민

참여) 100,0005,000,000원*20개동

빈집정비 지원사업 100,000 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0 1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0 100,000

○빈집정비지원사업 100,0005,000,000원*20개동

도시 환경 정비 30,000 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30,0003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건축행정과) 74,811 77,133 △2,322

기본경비(건축행정과) 74,811 77,133 △2,322

기본경비(건축행정과) 74,811 77,133 △2,322

201 일반운영비 25,971 26,043 △72

01 사무관리비 25,710 25,782 △72

○일반수용비 16,590

― 기본사무용품비 1,900

― 복사기 토너구입 1,800

― 복사기 유지관리 수선비

2,000

― 복사기 드럼 2,640

― 레이저프린터 토너 3,792

― 복사용지 구입 2,760

― 팩시밀리 토너 구입 및 유지관리

948

― 건축행정 전산장비(세움터)유지관리 수선비

750

○급량비 9,120

― 건축업무 추진 직원 특근매식비

9,120

100,000원*19명

150,000원*2대*6회

500,000원*2대*2회

330,000원*2대*4회

237,000원*4대*4회

23,000원*10박스*12월

237,000원*1대*4회

150,000원*5대

8,000원*19명*5회*12월

02 공공운영비 261 261 0

○공공요금 및 제세 261

― 우편반송료 2611,630원*160건

202 여비 45,600 47,850 △2,250

01 국내여비 45,600 47,850 △2,250

○건축업무추진 관내여비

45,60020,000원*19명*10회*12월



부서: 건축행정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축행정과)

단위: 기본경비(건축행정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3 업무추진비 3,240 3,24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 3,240 0

○건축행정과 3,240300,000원*12월*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