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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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본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

지역경제과 2,537,000 10,081,000 △7,544,000

기 2,537,000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36,361 3,564,400 △1,028,039

기 2,536,361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

373,214 2,437,100 △2,063,886

기 373,214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웅천 35,065 105,195 △70,130

기 35,065

402 민간자본이전 35,065 70,130 △35,065

기 35,065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065 70,130 △35,065

성동2리 마을회관 토지구입 35,06535,065,000*1식

기 35,065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교 125,377 398,625 △273,248

기 125,377

401 시설비및부대비 42,877 62,325 △19,448

기 42,877

01 시설비 42,715 61,933 △19,218

신대4리 배수로정비 14,83814,838,000*1식

기 14,838

주교2리 마을도로정비 10,00010,000,000*1식

기 10,000

주교2리 마을안길정비 10,00010,000,000*1식

기 10,000

주교3리 마을안길정비 7,8777,877,000*1식

기 7,877

03 시설부대비 162 392 △230

신대4리 배수로정비 162162,000*1식

기 162

402 민간자본이전 82,500 332,300 △249,800

기 82,5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2,500 332,300 △249,800

주교1리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31,50031,500,000*1식

기 31,500

은포3리 마을공동 토지구입 41,00041,000,000*1식

기 41,000

은포3리 마을회 물품구입 10,00010,000,000*1식

기 1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98,520 959,207 △860,687

기 98,520

402 민간자본이전 98,520 622,630 △524,110

기 98,52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8,520 622,630 △524,110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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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영보1리 마을공동토지매입 21,90021,900,000*1식

기 21,900

삽시도리 마을버스구입 25,00025,000,000*1식

기 25,000

영보1리 상수도급수공사 31,62031,620,000*1식

기 31,620

오포1리 마을공동토지매입 20,00020,000,000*1식

기 2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천북 114,252 482,213 △367,961

기 114,252

402 민간자본이전 114,252 210,278 △96,026

기 114,252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4,252 210,278 △96,026

하만4리 마을회관 토지매입 20,80020,800,000*1식

기 20,800

하만4리 마을공동 토지매입 24,11024,110,000*1식

기 24,110

학성1리 마을회관 토지매입 18,30018,300,000*1식

기 18,300

학성4리 마을공동 토지매입 22,11022,110,000*1식

기 22,110

신죽1리 마을회관 토지매입 14,46614,466,000*1식

기 14,466

신죽3리 마을공동 토지매입 14,46614,466,000*1식

기 14,466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63,147 1,087,300 1,075,847

기 2,163,147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교 122,344 456,818 △334,474

기 122,344

401 시설비및부대비 72,344 103,458 △31,114

기 72,344

01 시설비 72,102 102,600 △30,498

주교1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80016,800,000*1식

기 16,800

고정1리 마을도로 정비 9,2279,227,000*1식

기 9,227

관창2리 마을도로 정비 15,72915,729,000*1식

기 15,729

신대4리 마을도로정비 6,5286,528,000*1식

기 6,528

주교면 주민생활불편 민원사업 23,81823,818,000*1식

기 23,818

03 시설부대비 242 858 △616

관창2리 마을도로 정비 171171,000*1식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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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171

신대4리 마을도로정비 7171,000*1식

기 71

402 민간자본이전 50,000 353,360 △303,360

기 50,0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353,360 △303,360

신대3리 마을공동농지 구입 50,00050,000,000*1식

기 50,0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63,500 630,482 △566,982

기 63,500

402 민간자본이전 63,500 435,541 △372,041

기 63,5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3,500 435,541 △372,041

원산2리(저두)마을회관 토지매입

40,00040,000,000*1식

기 40,000

오포2리 마을공동 토지매입 23,50023,500,000*1식

기 23,500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특별) 1,977,303 0 1,977,303

기 1,977,303

402 민간자본이전 1,977,303 0 1,977,303

기 1,977,303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77,303 0 1,977,303

은포3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90,000390,000,000*1식

기 390,000

은포4리 마을공동농지 구입 221,456221,456,000*1식

기 221,456

주교3리 태양광발전사업 390,000390,000,000*1식

기 390,000

송학1리 마을회관 부지구입 58,25958,259,000*1식

기 58,259

고정2리 태양광발전사업 100,000100,000,000*1식

기 100,000

관창1리 태양광발전사업 분양(매입)

420,000420,000,000*1식

기 420,000

신대3리 마을공동농지 구입 4,0484,048,000*1식

기 4,048

장고도리 해양수산(관리선)사업

393,540393,540,000*1식

기 393,540

예비비 639 6,308,600 △6,307,961

기 639

예비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

639 6,308,600 △6,307,961



부서: 지역경제과

정책: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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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 639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639 6,308,600 △6,307,961

기 639

801 예비비 639 6,308,600 △6,307,961

기 639

01 일반예비비 639 6,308,600 △6,307,961

예비비 639639,000원*1식

기 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