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6,779,476 9,781,011 △3,001,535

국             18,900

광            900,000

기             81,648

분             26,610

군          5,752,318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1,738,579 2,110,296 △371,717

기             81,648

군          1,656,931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1,738,579 2,110,296 △371,717

기             81,648

군          1,656,931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1,232,155 1,630,865 △398,710

101 인건비 15,875 13,425 2,45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75 13,425 2,450

  ○ 체육진흥업무보조                15,875

    ― 급여                10,920

    ― 상여금                 1,82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00

    ― 시간외수당                   615

  35,000*1인*26일*12월

  35,000*1인*26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0일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48,500 60,500 △12,000

01 사무관리비 48,500 60,500 △12,00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 각종 대회진행 및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5,000

  ○ 각종 대회 시식용 특산물 구입
               17,500

  ○ 운동팀 맴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6,000

       1,000*1,000매*2종*5회

       500,000*10회

       350,000*10일*5회

203 업무추진비 4,000 1,000 3,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1,000 3,000

  ○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4,000

301 일반보상금 15,880 15,040 840

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0,000 10,000 0

  ○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10,000

12 기타보상금 5,880 5,040 840

  ○ 생활체육 지도자 교통수당
                4,200

  ○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 구입
                1,680

       10,000*7인*5일*12월

       20,000*7인*12월

306 출연금 10,000 0 10,000

01 출연금 10,000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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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인재 육성 장학기금                10,000  10,000,000*1회

307 민간이전 1,137,900 1,540,900 △403,000

02 민간경상보조 1,120,900 923,900 197,000

  ○ 땅끝배(군수기) 대회                61,000

    ― 축구대회                 6,000

    ― 테니스대회                 5,000

    ― 배구대회                 5,000

    ― 태권도대회                 6,000

    ― 배드민턴대회                 6,000

    ― 낚시대회                 6,000

    ― 볼링대회                 5,000

    ― 게이트볼대회                 6,000

    ― 골프대회                 5,000

    ― 검도대회                 6,000

    ― 족구대회                 5,000

  ○ 동호인대회지원                10,000

  ○ 각종대회 출전 지원(군 대표)                 2,500

  ○ 해남군 거북이 축구대회                 5,000

  ○ 2010국민생활 체육전통무용경연대회
                3,000

  ○ 전국 땅끝 마라톤 대회                50,000

  ○ 해림배 배구대회                10,000

  ○ 해남군 전국 등반대회                20,000

  ○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0

  ○ 땅끝배 전지훈련팀 축구대회(초, 중, 고, 대
     학)                50,00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지원
               10,000

  ○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0

  ○ 전남도 청소년 생활체육 청소년 한마당 대회                 5,000

  ○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축구, 배구. 레슬링
     , 펜싱, 탁구 등)               590,000

  ○ 도민체전 출전 지원               140,000

  ○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0

  ○ 고천암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                 5,000

  ○ 전국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1,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3,000

  ○ 농아인협회 체육대회 참가                 2,000

  ○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000

  ○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전국 도단위 선수 참가                 2,500

  ○ 제1회 전국 장애인 보치아 선수권대회 개최
                5,000

  6,000,000*1식

  5,000,000*1식

  5,000,000*1식

  6,000,000*1식

  6,000,000*1식

  6,000,000*1식

  5,000,000*1식

  6,000,000*1식

  5,000,000*1식

  6,000,000*1식

  5,000,000*1식

  10,000,000*1식

  500,000*5회

  5,000,000*1식

       3,000,000*1식

  50,000,000*1회

  10,000,000*1회

  20,000,000*1회

  1,500,000*2종목

       50,000,000*1회

       10,000,000*1회

  20,000,000*1식

     

  150,000*100명

  50,000*20인

       500,000*6회

  20,000*100인

       5,000,0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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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제10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
               10,000

  ○ 장애인협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2,500

  ○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400

  ○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1,000

  ○ 땅끝 공룡기 전국 좌식 배구대회 개최                 7,000

  ○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10,000

    ― 체육회                 6,000

    ― 생활체육회                 4,000

  ○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15,000

  ○ 제22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55,000

  ○ 제22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이
     벤트                 5,000

       10,000,000*1회

       500,000*5회

  50,000*8인

  50,000*20인

  1,500,000*10팀

       55,000,000*1식

       5,000,000*1식

04 민간행사보조 17,000 617,000 △600,000

  ○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7,000       17,000,000*1식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 343,128 319,127 24,001

201 일반운영비 10,100 10,100 0

01 사무관리비 8,100 8,100 0

  ○ 육상팀운동용품 구입                 7,500

  ○ 육상팀 침구류 세탁                   600

  7,500,000

  50,000*12월

02 공공운영비 2,000 2,000 0

  ○ 육상실업연맹 연회비                 2,000  2,000,000*1회

301 일반보상금 333,028 309,027 24,001

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333,028 309,027 24,001

  ○ 봉급               125,816

    ― 감독(5급)                20,057

    ― 코치(6급)                18,363

    ― 선수(7급)                87,396

  ○ 정근수당                10,486

    ― 감독                 1,672

    ― 코치                 1,531

    ― 선수                 7,283

  ○ 정근수당 가산금                 3,000

    ― 5년 이상~10년 미만                 3,000

  ○ 직급보조비                25,200

    ― 감독                 3,600

    ― 코치                 3,600

    ― 선수                18,000

  ○ 명절휴가비                12,583

  1,671,400*1인*12월

  1,530,200*1인*12월

  1,456,600*5인*12월

  1,671,400*1인*50%*2회

  1,530,200*1인*50%*2회

  1,456,600*5인*50%*2회

  50,000*5명*12월

  3,600,000*1명

  3,600,000*1명

  3,600,00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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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감독                 2,006

    ― 코치                 1,837

    ― 선수                 8,740

  ○ 가족수당(감독, 코치, 선수)
                7,560

  ○ 정액급식비(감독, 코치, 선수)
               10,920

  ○ 시간외 수당                 9,252

    ― 감독                 1,636

    ― 코치                 1,388

    ― 선수                 6,228

  ○ 교통보조비                11,040

    ― 감독                 1,680

    ― 코치                 1,560

    ― 선수                 7,800

  ○ 훈련수당(감독, 코치, 선수)
               16,800

  ○ 훈련비                15,000

  ○ 선수 체력강화비                 9,000

  ○ 육상팀 전국대회 출전비
               15,950

  ○ 육상팀 숙소 운영비                 8,400

  ○ 육상팀 전지 훈련비                13,020

  ○ 우수선수 육성비(특별수당)
               15,000

  ○ 육상선수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
     험) 부담금                24,001

    ― 건강보험                 5,721

    ― 국민연금                 9,597

    ― 고용보험                 6,543

    ― 산재보험                 2,140

  1,671,400*1인*60%*2회

  1,530,200*1인*60%*2회

  1,456,600*5인*60%*2회

       30,000*7인*3인*12월

       130,000*7인*12월

  9,088*1인*15일*12월

  7,711*1인*15일*12월

  6,919*5인*15일*12월

  140,000*1인*12월

  130,000*1인*12월

  130,000*5인*12월

       200,000*7명*12월

  3,000,000*5회

  150,000*5명*12월

       46,500*7명*7일*7회

  700,000*12월

  46,500*7명*20일*2회

       300,000*5인*10회

     

  136,200*7인*12월*50%

  228,480*7명*12월*50%

  125,816,000*1.3%*4회

  76,400*7인*4회

체육바우쳐 시범사업 16,800 0 16,800

기              8,400

군              8,400

307 민간이전 16,800 0 16,800

기              8,400

군              8,400

02 민간경상보조 16,800 0 16,800

  ○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6,800  16,800,000*1식

기              8,400

군              8,400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146,496 0 146,496

기             73,248

군             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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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146,496 0 146,496

기             73,248

군             73,248

02 민간경상보조 146,496 0 146,496

  ○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04,640  104,640,000

기             52,320

군             52,320

  ○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1,856  41,856,000

기             20,928

군             20,928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3,589,965 6,190,755 △2,600,790

광            900,000

군          2,689,965

지방체육시설 지원 2,000,000 0 2,000,000

광            900,000

군          1,100,000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2,000,000 0 2,000,000

광            900,000

군          1,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 0 2,000,000

광            900,000

군          1,100,000

01 시설비 2,000,000 0 2,000,000

  ○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2,000,000  2,000,000,000*1식

광            900,000

군          1,100,00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767,500 5,452,300 △4,684,8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767,500 829,300 △61,8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87,500 0 687,5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87,500 0 687,500

  ○ 송지종합고등학교 체육관건립 지원               312,500

  ○ 옥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3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825,300 △745,300

01 시설비 80,000 825,300 △745,300

  ○ 금강곡 체련공원 이설사업                80,000  80,000,000*1식

체육시설 유지 관리 822,465 738,455 84,010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822,465 738,455 84,010

101 인건비 229,588 192,352 37,23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9,588 192,352 37,236

  ○ 우슬국민체육센터 운영(강사, 수상안전원)               133,874

    ― 급여                93,600

    ― 상여금                15,600

  60,000*5인*26일*12월

  60,000*5인*26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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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주휴수당                15,600

    ― 연차수당                 6,000

    ― 시간외수당                 3,074

  ○ 우슬국민체육센터운영(안내데스크)                31,750

    ― 급여                21,840

    ― 상여금                 3,640

    ― 주휴수당                 3,640

    ― 연차수당                 1,400

    ― 시간외수당                 1,230

  ○ 우슬국민체육센터운영(청소)                37,854

    ― 급여                26,208

    ― 상여금                 4,368

    ― 주휴수당                 4,368

    ― 연차수당                 1,680

    ― 시간외수당                 1,230

  ○ 주차장관리(터널입구)
                8,400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6,16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4,375

  ○ 각종 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6,300

  ○ 우슬경기장 잔듸구장 관리(보식, 제초, 복토
     )                   875

  60,000*5인*52주

  60,000*5인*20일

  3,415*5인*15시간*12월

  35,000*2인*26일*12월

  35,000*2인*26일*200%

  35,000*2인*52주

  35,000*2인*20일

  3,415*2인*15시간*12월

  42,000*2인*26일*12월

  42,000*2인*26일*200%

  42,000*2인*52주

  42,000*2인*20일

  3,415*2인*15시간*12월

       35,000*1인*20일*12회

       35,000*8인*11일*2회

       35,000*5인*5일*5회

       35,000*2인*6일*15회

       35,000*5인*5회

201 일반운영비 554,317 451,313 103,004

01 사무관리비 35,762 24,430 11,332

  ○ 당직실 침구 세탁                   600

  ○ 금강골 쉼터부지 임대료                 1,0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근무복 구입(안내
     , 청소)                   400

  ○ 수영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강사, 안전)
                2,000

  ○ 수영장 탈의실 건조기 구입(남, 여)
                  960

  ○ 수영장 샤워실 탈수기 구입(남, 여)
                  720

  ○ 수영장 샤워실 청소용 소모품 구입
                2,400

  ○ 수영장 샤워실 비치용 비누 구입
                  260

  ○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 구입(방향제, 화장
     지)                 7,200

  ○ 체육시설 청소용 소모품 구입
                  500

  50,000*6회*2종

  1,000,000*1회

       50,000*4인*2회

       200,000*5인*2회

       40,000*6대*4회

       90,000*2대*4회

       50,000*4종*12회

       300*72개소*12회

       30,000*20개소*12회

       10,000*5종*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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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시설 관리용 소규모 임차료(화물차, 굴
     삭기 등)                 2,250

  ○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안전, 안내)
               17,472

       450,000*5회

       7,000*8인*1식*26일*12월

02 공공운영비 518,555 426,883 91,672

  ○ 체육시설 상,하수도 요금                49,800

  ○ 체육시설 물탱크 청소                 3,960

  ○ 우슬 국민체육센터 물탱크 청소
                2,880

  ○ 체육시설 방화관리 대행(5개소)
                9,600

  ○ 우슬 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4,2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7,2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2,400

  ○ 우슬경기장 본부석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1,800

  ○ 체육시설 소방안전협회비                   200

  ○ 체육시설 방역소독 수수료                 3,000

  ○ 체육시설 보험료(행정공제)                 2,500

  ○ 체육시설 관리용차량 보험료
                  6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정수기 관리
                1,980

  ○ 우슬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비데관리
                  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안전점검 대행
                3,0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10,000

  ○ 우슬체육관 난방용 연료 구입
                4,200

  ○ 우슬 경기장 대회용 연료구입
                3,780

  ○ 체육시설 예취용 유류 구입
                3,400

  ○ 체육시설 관리용차량 유류구입
                1,020

  ○ 우슬체육관 유지관리                 5,000

  ○ 다목적 체육관 유지관리                 3,000

  ○ 우슬 체육공원 인조구장 유지관리
               10,000

  ○ 읍,면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13,000

  ○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70,000

  4,150,000*12월

  9,000*220톤*2회

       9,000*160톤*2회

       800,000*12월

       350,000*12월

       600,000*12월

       200,000*12월

       150,000*12월

  200,000*1회

  500,000*6월

  2,500,000*1회

       300,000*2종*1회

       55,000*3대*12월

       25,000*2대*12월

       1,500,000*2대*1회

       10,000,000*1식

       1,400*200리터*3대*5회

       1,400*20리터*3대*15일*3월

       1,700*100리터*2대*10회

       1,700*30리터*2대*10회

  5,000,000*1식

  3,000,000*1식

       10,000,000*1식

  1,000,000*13회

  5,000,000*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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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우슬경기장 및 체육공원 가로등 유지관리
                3,000

  ○ 우슬경기장 본부석 전기요금                15,474

    ― 기본요금                 4,914

    ― 사용요금                10,560

  ○ 우슬 체육관 전기요금                20,916

    ― 기본요금                 6,804

    ― 사용요금                14,112

  ○ 다목적 체육관 전기요금                11,961

    ― 기본요금                 2,457

    ― 사용요금                 9,504

  ○ 우슬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98,280

    ― 기본요금                13,608

    ― 사용요금                84,672

  ○ 노인 복합형 생활체육관 전기요금                 8,442

    ― 기본요금                 2,106

    ― 사용요금                 6,336

  ○ 장애인체육관 전기요금                 8,442

    ― 기본요금                 2,106

    ― 사용요금                 6,336

  ○ 우슬 국민체육센터 통신요금                 4,920

    ― 행정전용회선                 3,600

    ― 행정전화                   720

    ― 일반전화                   6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연료 구입               130,000

    ― 봄, 가을(4, 5, 6, 10월)
               40,000

    ― 겨울(1, 2, 3, 11, 12월)
               75,000

    ― 여름철(7, 8, 9월)                15,000

       1,500,000*2회

  5,850*70Kw*12월

  110*40*8시간*25일*12월

  6,300*90Kw*12월

  100*210Kw*70%*8시간*10일*12월

  5,850*35Kw*12월

  110*30Kw*8시간*30일*12월

  6,300*180Kw*12월

  100*420Kw*70%*8시간*30일*12월

  5,850*30Kw*12월

  110*20Kw*8시간*30일*12월

  5,850*30Kw*12월

  110*20Kw*8시간*30일*12월

  300,000*1회선*12월

  30,000*2회선*12월

  50,000*1회선*12월

         1,000*5,000Kg*2회*4월

         1,000*5,000Kg*3회*5월

  1,000*5,000Kg*3회

206 재료비 38,560 41,040 △2,480

01 재료비 38,560 41,040 △2,480

  ○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입                   480

  ○ 수영장 정수용 소금 구입
                2,160

  ○ 수영장 연수기용 소금 구입
                  300

  ○ 수영장 스파탕용 약품 구입
                2,400

  ○ 수영장 정수용 약품(PH조절) 구입
                1,800

  ○ 수영장 소금분해장치용 전극봉 구입
                4,000

  ○ 수영장 약품 투입용 펌프구입                 1,500

  60,000*2종*4회

       9,000*20포대*12월

       5,000*5포대*12월

       20,000*10통*12월

       30,000*5통*12월

       4,000,000*1회

  500,000*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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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영장 집모기용 패킹구입                   400

  ○ 수영장 경영풀 수질관리 약품용 센서 구입
                  900

  ○ 수영장 스파탕 수질관리 약품용 센서 구입
                  500

  ○ 수영장 보일러 청관재 구입
                2,500

  ○ 수영장 회원관리용 카드 구입
                4,800

  ○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소모품 구입
                  500

  ○ 우슬 경기장 잔디관리용 약품 구입
                1,800

  ○ 우슬 경기장 잔디관리용 비료 구입
                4,500

  ○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등 구입
                4,320

  ○ 우슬 경기장 보식용 잔디구입
                1,200

  ○ 우슬 경기장 복토용 모래구입
                3,000

  ○ 체육시설 전기 소모품 구입
                1,200

  ○ 체육시설 예취용 재료 구입
                  300

  50,000*4개*2회

       900,000*1회

       500,000*1회

       50,000*10통*5회

       2,000*200명*12월

       50,000*2종*5회

       10,000*3종*15병*4회

       10,000*3종*50포*3회

       8,000*90포*3개소*2회

       200*3,000장*2회

       30,000*50제곱미터*2회

       10,000*2종*20개*3회

       10,000*3종*10회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1,115,010 1,132,430 △17,420

국             18,900

분             26,610

군          1,069,500

군립도서관 운영 307,894 372,710 △64,816

국             18,900

분             26,610

군            262,384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 80,800 167,000 △86,200

분             23,610

군             57,190

405 자산취득비 80,800 152,000 △71,200

분             23,610

군             57,19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800 69,000 △51,200

  ○ 도서관 집기(서가등) 구입                 4,000

  ○ 도서 소독기 구입                 9,000

  ○ 회원증 발급용 카메라 구입                   300

  ○ 회원증 발급 시스템기 구입                 4,500

  4,000,000*1식

  9,000,000*1대

  300,000*1대

  4,500,000*1개

02 도서구입비 63,000 83,000 △20,000

  ○ 도서관 자료구입                60,000  60,000,000*1식

분             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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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36,390

  ○ 문화컨텐츠 구입(DVD, 비디오 등)
                3,000       250,000*12월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관리 62,895 86,500 △23,605

101 인건비 19,445 33,850 △14,40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45 33,850 △14,405

  ○ 도서정리 작업인부임                 5,040

  ○ 군립도서관 관리                14,405

    ― 급여                 9,660

    ― 상여금                 1,61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00

    ― 시간외수당                   615

  35,000*12일*2인*6회

  35,000*1인*23일*12월

  35,000*1인*23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0일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41,450 41,550 △100

01 사무관리비 40,250 40,350 △100

  ○ 도서정리용품 구입(라벨, 바코드 등)
                1,920

  ○ 도서 분실방지용 감응테잎                 1,260

  ○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50종)
                4,800

  ○ 도서관(문화시설) 이용 안내책자 제작
                2,000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서관 운영위원회                 2,800

    ― 도서관 운영위원회                 1,680

    ― 자료 선정위원회                 1,120

  ○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구입                 1,500

  ○ 자료배가용 북앤드 구입                 1,000

  ○ 도서관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입
                2,000

  ○ 다예 체험실 이용자용 재료(차) 구입
                  500

  ○ 홍보용 플로터 잉크 구입                 1,800

  ○ 카드 회원증 칼라리본                 5,500

  ○ 행사 홍보물 출력용 실사용지 구입
                  700

  ○ 도서관 및 공연 안내 문자서비스 사용료
                1,200

  ○ 디지털 자료실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040

  ○ 도서관리(KOLSA)프로그램 유지보수
                1,250

  ○ 백신 프로그램 구입                 1,200

  ○ 도서정리 업무추진 급량비
                3,780

  ○ 카드 회원증 제작                 4,000

       320*6,000개

  210*6,000개

       400,000*12월

       2,000,000*1식

  70,000*12인*2회

  70,000*4인*4회

  1,500,000*1식

  2,000*500개

       2,000,000

       500,000

  100,000*6색*3회

  110,000*50개

       100,000*7롤

       150,000*8월

       380,000*8

       250,000*5월

  20,000*60개

       7,000*5인*9일*12월

  400*1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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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1,200 1,200 0

  ○ 각종 협회비                 1,200

    ― 도서관 각종 협회비                   600

    ― 한국 문화의집 협회비                   600

  200,000*3종

  600,000*1회

405 자산취득비 2,000 3,900 △1,9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3,900 △1,900

  ○ 문화의 집 운영 물품 및 기기 구입
                2,000       500,000*4종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 118,210 109,210 9,000

분              3,000

군            115,210

201 일반운영비 105,310 96,310 9,000

분              3,000

군            102,310

01 사무관리비 1,840 1,840 0

  ○ 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 필수용품 구입
                1,000

  ○ 제18회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
     당                   840

       1,000,000*1식

       70,000*4인*3일

03 행사운영비 103,470 94,470 9,000

  ○ 학습강좌 운영교재 및 재료구입
                2,000

  ○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0

    ― 평생교육 학습강좌 강사수당
               36,000

    ― 취미오락 프로그램 강사수당
               28,800

  ○ 문화프로그램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3,600

  ○ 여름, 겨울 독서교실 교재 및 재료구입
                3,000

  ○ 독서교실 지도강사 수당
                1,500

  ○ 제47회 도서관 주간 행사비                 1,000

  ○ 제47회 도서관 주간행사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1,500

  ○ 제47회 도서관 주간행사 안내 현수막 제작
                  500

  ○ 읽은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
                6,000

  ○ 2010년도 독서의 달 홍보물 및 행사경비
                2,500

  ○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 제작                 2,750

  ○ 도서관 모범이용자 상패 제작                   720

  ○ 제18회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 운영
                3,000

       2,000,000*1식

         50,000*4시간*15종*12월

         50,000*4시간*12종*12월

       1,200,000*3회

       1,500,000*2회

       50,000*3시간*5일*2회

  1,000,000*1식

       1,500,000*1식

       50,000*10개

       10,000*300권*2회

       2,500,000*1식

  5,500*500

  80,000*9개

       3,000,0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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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창작발표회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출연자 소
     품 임차                 2,100

  ○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지도수
     당                 2,500

  ○ 문화학교운영 지도강사료                 6,000

       2,100,000*1회

       100,000*25인

  6,000,000*1식

분              3,000

군              3,000

301 일반보상금 12,900 12,900 0

10 행사실비보상금 12,900 12,900 0

  ○ 도서관 각종행사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식비
                2,100

  ○ 도서관 문화행사비(동화작품공연, 포엠콘서
     트 등)                 5,000

  ○ 문화예술 자생단체, 동아리대회 및 행사 출
     연료                 3,000

  ○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 참가자 식
     비                 2,800

       7,000*50인*6회

       5,000,000*1식

       3,000,000*1식

       7,000*200인*2식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45,989 10,000 35,989

국             18,900

군             27,089

101 인건비 45,989 10,000 35,989

국             18,900

군             27,08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989 10,000 35,989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45,989

    ― 야간도서관 운영요원 급여
               37,800         1,050,000*3명*12월

국             18,900

군             18,900

    ― 야간도서관 운영요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4,725

    ― 4대보험                 3,464

         4,725,000

  1,154,660*3명

문화예술진흥 268,520 242,270 26,250

공연. 전시 기획 및 유치 184,140 175,500 8,640

201 일반운영비 58,540 54,900 3,640

01 사무관리비 3,640 0 3,640

  ○ 문화공연 근무급식비                 3,640

02 공공운영비 2,500 2,500 0

  ○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2,500  2,500,000

03 행사운영비 52,400 52,400 0

  ○ 공연, 전시 홍보물 제작                16,200

    ― 플래카드                 5,400

    ― 홍보 포스터                 3,600

    ― 리플렛                 7,200

  50,000*9개*12회

  1,000*300매*12회

  300*2,000매*12회

- 12 -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예술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연 홍보용 봉투 제작                 1,200

  ○ 상설 공연 장비 임차료                10,000

  ○ 상설공연 출연료 등 행사경비
               10,000

  ○ 2010 문화축제(한여름밤의 축제 등) 장비 임
     차료                15,000

  1,200,000*1식

  1,000,000*10회

       200,000*5팀*10회

       5,000,000*3일

301 일반보상금 125,600 120,600 5,000

10 행사실비보상금 125,600 120,600 5,000

  ○ 영화상영유치료                10,000

  ○ 2010 문화축제(한여름밤의축제등) 영화상영
     유치료                10,000

  ○ 우수공연 및 전시 유치                70,000

  ○ 2010 문화축제(한여름밤의축제등) 행사출연
     료                30,000

  ○ 20210 문화축제(한여름밤의축제등) 출연자
     식비보상                 5,600

  2,500,000*4회

       5,000,000*2회

       5,000,000*3팀*2회

       7,000*200인*4회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84,380 66,770 17,610

301 일반보상금 84,380 66,170 18,210

10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0 0

  ○ 문화예술동아리 각종 대회 참가지원
                3,000       3,000,000*1식

11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81,380 63,170 18,210

  ○ 군립합창단 전형심사위원 수당
                  630

  ○ 합창단 공연 및 행사참가 지원                 4,060

    ― 공연 및 행사참가 식대
                3,360

    ― 공연 및 행사참가 차량 임차                   700

  ○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6,410

    ― 대회참가 식대                 3,360

    ― 대회참가숙박비                 1,650

    ― 대회참가 차량 임차                 1,400

  ○ 성인 합창단 연습활동 참가 수당
                7,500

  ○ 합창단 연습활동 간식비                10,500

    ― 성인 합창단                 7,500

    ― 소년, 소녀 합창단                 3,000

  ○ 합창단 공연 발표회 보상                 2,200

  ○ 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600

  ○ 합창단 반주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480

  ○ 성인합창단 공연단원 개인 용품비
                2,400

       70,000*3인*3회

         7,000*3식*80명*2회

  350,000*2대

  7,000*3식*80병*2회

  30,000*55실

  700,000*2대

       15,000*50명*10월

  3,000*50명*50회

  3,000*40명*25회

  550,000*2식*2회

       150,000*2인*2회

       120,000*2인*2회

       40,000*60명*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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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예술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년, 소녀 합창단 공연단원 개인 용품비
                1,200

  ○ 합창단 지도수당                14,000

    ― 지휘자                 7,000

    ― 반주자                 7,000

  ○ 군립 합창단 공연 참가수당
               15,400

  ○ 합창단운영 물품구입                 1,000

  ○ 성인합창단 단복구입                15,000

       30,000*40명*1회

  50,000*2인*70회

  50,000*2인*70회

       35,000*110명*4회

  500,000*2종

  300,000*50벌

문화시설 유지 관리 538,596 517,450 21,146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361,341 359,886 1,455

101 인건비 31,568 30,588 9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568 30,588 980

  ○ 문화예술회관청소원                17,163

    ― 급여                11,592

    ― 상여금                 1,932

    ― 주휴수당                 2,184

    ― 연차수당                   840

    ― 시간외수당                   615

  ○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                14,405

    ― 급여                 9,660

    ― 상여금                 1,610

    ― 주휴수당                 1,820

    ― 연차수당                   700

    ― 시간외수당                   615

  42,000*1인*23일*12월

  42,000*23일*200%

  42,000*1인*52주

  42,000*1인*20일

  3,415*1인*15시간*12월

  35,000*1인*23일*12월

  35,000*1인*23일*200%

  35,000*1인*52주

  35,000*1인*20일

  3,415*1인*15시간*12월

201 일반운영비 259,743 200,358 59,385

01 사무관리비 21,420 17,160 4,260

  ○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10,200

    ― 청사관리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4,800

    ― 청사관리 화장실 소모품 구입
                5,400

  ○ 음향관련 재료구입                 2,400

  ○ 무인경비 용역료                 4,200

  ○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및 비데 임대, 관리비
                4,620

         200,000*2종*12회

         450,000*12회

  200,000*12월

  350,000*12월

       35,000*11대*12월

02 공공운영비 238,323 183,198 55,125

  ○ 승강기 유지관리비                 4,800

  ○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300

  ○ 소방설비 방화관리 용역                 9,600

  ○ 실내조경 식재 및 관리용역                 6,000

  ○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30,000

  200,000*2대*12월

  150,000*2대*1회

  800,000*12회

  500,000*12월

  15,000,0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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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200

  ○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                   840

  ○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12,000

  ○ 난방용 및 가습온수용 유류구입                87,132

    ― 난방용 유류구입
               69,960

    ― 가습 온수용 유류 구입
               17,172

  ○ 시설장비 유지비                24,153

    ― 건축물 유지관리비                15,153

    ― 전기, 기계, 통신설비 유지관리비
                6,000

    ―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3,000

  ○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500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130

  ○ 저수조 청소용역                 1,500

  ○ 정화조 분뇨수거료                   500

  ○ 비상발전기 연료구입                 1,768

  ○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비                 6,000

  ○ 예술회관 종합방제 소독                 5,000

  ○ 예술회관 청소용역                 9,000

  ○ 스크류 냉동기 세관 용역비                 4,500

  ○ 냉난방 기계설비 수선비                 5,000

  ○ 보일러 및 배관 수리비                 3,000

  ○ 오수정화조 펌프 수선비                 1,600

  ○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100

  ○ 예술회관 CCTV 점검비                 1,500

  ○ 유도등 축전지 교체                 2,400

  ○ 예술회관 배수펌프 수리비                 2,000

  ○ 무대 조명설비 유지관리비                 6,000

  ○ 무대 음향설비 유지관리비                 4,000

  ○ 다목적실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
                  800

  ○ 무대기계 정기검사                 8,000

  200,000*1회

  70,000*12월

       2,400*1,250Kw*4회

         1,325*55리터*8시간*30일*4월

         1,325*18리터*2시간*30일*12월

  900*16,836제곱미터

         2,000,000*3종

  3,000,000*1종

  500,000*1회

  130,000*1회

  7,500*100톤*2회

  10,000*50톤*1회

  1,637*90리터*12월

  1,500,000*4회

  1,000,000*5회

  4,500,000*2회

  4,500,000*1식

  5,000,000*1식

  1,000,000*3대

  800,000*2대

  100,000*1회

  50,000*15대*2회

  60,000*40개

  200,000*10대

  6,000,000*1식

  4,000,000*1식

       800,000*1개

  8,000,000*1식

206 재료비 7,680 8,640 △960

01 재료비 7,680 8,640 △960

  ○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600

  ○ 냉각탑 네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
                1,200

  ○ 분수대 소독액 구입                   880

  ○ 예술회관 등기구 구입비                 5,000

  50,000*12월

       50,000*4Kg*6월

  4,400*50Kg*4회

  5,000,000*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4,600 71,000 △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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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44,600 71,000 △26,400

  ○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14,000

  ○ 오케스트라 무대 리프트 수리비
                5,000

  ○ 예술회관내 유선방송 선로 정비
                6,000

  ○ 헬스장 보수공사                19,600

  35,000*400제곱미터

       5,000,000*1식

       6,000,000*1식

  70,000*280제곱미터

405 자산취득비 17,750 49,300 △31,5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750 49,300 △31,550

  ○ 정수기 구입                 1,050

  ○ CCTV 모니터 구입                 4,500

  ○ 진공청소기 구입                   700

  ○ CCTV 녹화용 DVR 교체                 4,000

  ○ 핀 마이크 구입                 6,000

  ○ 유선마이크 구입                 1,500

  350,000*3대

  1,500,000*3대

  350,000*2대

  4,000,000*1대

  3,000,000*2대

  500,000*3대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177,255 157,564 19,691

101 인건비 6,720 20,705 △13,98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20 20,705 △13,985

  ○ 일시사역인부임                 6,720

    ― 군민광장 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임
                6,720         35,000*2인*8일*12월

201 일반운영비 58,535 61,209 △2,674

01 사무관리비 9,165 6,975 2,190

  ○ 주차장 무료개방(명절) 플래카드 제작
                  500

  ○ 민원인 주차 감면권 인쇄비                 1,000

  ○ 주차장 관리자 식비                 7,665

       50,000*5개소*2회

  250,000*4회

  7,000*3인*365일

02 공공운영비 49,370 54,234 △4,864

  ○ 주차카드 구입 - 일반권                 2,000

  ○ 주차카드 구입 - 크리닝                   900

  ○ 주차카드 구입 - 정기권                 2,000

  ○ 주차장 배수펌프 수리비                 3,150

  ○ 주차장 공기순환펌프 수리비                 2,000

  ○ 주차장 CCTV 점검비                 2,000

  ○ 헬스장 유지관리비                 4,000

  ○ 유도등 축전지 교체                 1,860

  ○ 노후 전자개폐기 및 관전류 계전기 교체
                1,500

  ○ 군민광장 병충해 방제 및 시비
                3,000

  ○ 분수대 수중펌프 수선비                 1,700

  ○ 군민광장 수목 보식                 2,500

  10,000*200매

  30,000*30매

  20,000*100매

  315,000*10대

  200,000*10대

  50,000*20대*2회

  500,000*8월

  60,000*31개

       300,000*5개소

       1,500,000*2회

  1,700,000*1대

  5,000*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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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군민광장 수목 수형 조절                 6,000

  ○ 군민광장 편익 시설물 보수
                3,000

  ○ 잔디구장 복초용 상토 구입
                2,750

  ○ 수목영양제 수간 주사비                 2,450

  ○ 필수원소 엽연시비 처리비                 2,060

  ○ 가로등 및 공원등 보수                 4,000

  ○ 군민광장 트리 설치                 2,500

  6,000,000*1회

       500,000*6종*1회

       5,500*250포*2회

  35,000*35주*2회

  5,000*206주*2회

  4,000,000*1식

  500,000*5주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000 68,500 37,500

01 시설비 106,000 68,500 37,500

  ○ 지하주차장 CCTV 카메라 증설공사
                5,500

  ○ 군민광장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
               10,500

  ○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90,000

       1,100,000*5대

       3,500,000*3개소

  90,000,000*1식

405 자산취득비 6,000 7,150 △1,1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7,150 △1,150

  ○ 헬스장 기구 구입                 6,000  3,000,000*2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135,922 147,530 △11,608

인력운영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4,920 4,880 40

인력운영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4,920 4,880 40

203 업무추진비 4,920 4,880 4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0 680 40

  ○ 문예체육진흥사업소(정원18인)                   720  40,000*18인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8인)
                4,200       350,000*12월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131,002 142,650 △11,648

기본경비(스포츠마케팅) 34,776 44,100 △9,324

201 일반운영비 22,536 33,780 △11,244

01 사무관리비 22,536 33,780 △11,244

  ○ 부서운영비(총액)                18,000

  ○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4,536       7,000*6인*9일*12월

202 여비 12,240 10,320 1,920

01 국내여비 12,240 10,320 1,920

  ○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2,240

    ― 관내여비                 8,400

    ― 관외여비                 3,840

  20,000*5인*7일*12월

  80,000*2인*2일*12월

기본경비(체육시설담당) 34,096 31,300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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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23,536 22,780 756

01 사무관리비 23,536 22,780 756

  ○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4,536

  ○ 우슬 국민체육센터 당직비                19,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숙직비                14,600

    ― 우슬 국민체육센터 일직비                 4,400

       7,000*6인*9일*12월

  40,000*365일

  40,000*110일

202 여비 10,560 8,520 2,040

01 국내여비 10,560 8,520 2,040

  ○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0,560

    ― 관내여비                 6,720

    ― 관외여비                 3,840

  20,000*4인*7일*12월

  80,000*2인*2일*12월

기본경비(문화시설운영담당) 43,842 47,998 △4,156

201 일반운영비 31,602 35,998 △4,396

01 사무관리비 31,602 35,998 △4,396

  ○ 문화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5,292

  ○ 문예회관 당직비                26,310

    ― 문예회관 숙직비                21,910

    ― 문예회관 일직비                 4,400

       7,000*7인*9일*12월

  35,000*2인*313일

  40,000*2인*55일

202 여비 12,240 12,000 240

01 국내여비 12,240 12,000 240

  ○ 문화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2,240

    ― 관내여비                 8,400

    ― 관외여비                 3,840

  20,000*5인*7일*12월

  80,000*2인*2일*12월

기본경비(문화시설관리담당) 18,288 19,252 △964

201 일반운영비 18,288 8,932 9,356

01 사무관리비 18,288 8,932 9,356

  ○ 문화시설관리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6,048

  ○ 문화시설관리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2,240

    ― 관내여비                 8,400

    ― 관외여비                 3,840

       7,000*8인*9일*12월

  20,000*5인*7일*12월

  80,000*2인*2일*12월

재무활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000 200,000 0

내부거래지출(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000 200,000 0

내부거래지출(기금출연) 200,000 200,000 0

702 기금전출금 200,000 200,000 0

01 기금전출금 200,000 200,000 0

  ○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00,000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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