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도시계획과

정책: 살고싶은 도시건설

단위: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5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4,955,897 5,655,780 △699,883

지 838,300 838,300 0

시 4,117,597 4,817,480 △699,883

살고싶은 도시건설 3,271,507 3,971,390 △699,883

지 838,300 838,300 0

시 2,433,207 3,133,090 △699,883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3,130,927 3,816,340 △685,413

지 838,300 838,300 0

시 2,292,627 2,978,040 △685,413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32,040 38,040 △6,000

201 일반운영비 32,040 38,040 △6,000

03 행사운영비 4,000 10,000 △6,000

◎도시계획,건축간 소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4,000 10,000 △6,0004,000,000원

대농운동장관리 0 5,000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5,000 △5,000

01 시설비 0 5,000 △5,000

◎대농운동장 유지보수비 0 5,000 △5,0000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자문위원회 운영 9,000 18,800 △9,800

201 일반운영비 4,200 14,000 △9,800

01 사무관리비 4,200 14,000 △9,80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0 14,000 △9,80070,000원 * 3회 * 20명

통합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 86,755 100,000 △13,245

207 연구개발비 86,755 100,000 △13,245

01 연구용역비 86,755 100,000 △13,245

◎통합시 체계적 토이지용관리방안 수립

86,755 100,000 △13,24586,755,000원

함께하는 도시계획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 25,000 30,000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 30,000 △5,000

01 시설비 25,000 30,000 △5,000

◎마을만들기사업 25,000 30,000 △5,00025,000,000원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 1,368,432 2,000,000 △631,568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8,432 2,000,000 △631,568

01 시설비 1,368,432 2,000,000 △631,568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

1,368,432 2,000,000 △631,5681,368,432,000원

보행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골목길 반듯불이 사업 추

진

8,500 10,000 △1,500

207 연구개발비 8,500 10,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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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계획과

정책: 살고싶은 도시건설

단위: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01 연구용역비 8,500 10,000 △1,500

◎보행네트워크 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8,500 10,000 △1,5008,500,000원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 92,700 100,000 △7,300

207 연구개발비 92,700 100,000 △7,300

02 전산개발비 92,700 100,000 △7,300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

축 92,700 100,000 △7,30092,700,000원

현안 도시계획관련 의견수렴 등 세미나 개최 0 6,000 △6,000

201 일반운영비 0 6,000 △6,000

03 행사운영비 0 6,000 △6,000

◎세미나 개최 0 6,000 △6,0000원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만들기 135,530 150,000 △14,470

도시정보통합서비스 운영관리 135,530 150,000 △14,470

201 일반운영비 135,530 150,000 △14,470

01 사무관리비 135,530 150,000 △14,470

◎UPIS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90,830 100,000 △9,170

◎용도지역 지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44,700 50,000 △5,300

90,830,000원

4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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