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7,268,185 5,327,829 1,940,356

국 26,730

광 350,000

기 117,949

도 2,674

군 6,770,83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3,027,955 2,601,621 426,334

기 117,949

도 2,674

군 2,907,332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3,027,955 2,601,621 426,334

기 117,949

도 2,674

군 2,907,332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663,753 713,562 △49,809

201 일반운영비 240,653 324,362 △83,709

01 사무관리비 64,800 42,300 22,50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 각종대회 시식용 특산물 구입

10,00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3,200

○ 체육대회 업무추진 급량비

4,200

○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 임차(천막, 탁자

등) 7,000

○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0

○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10,000

○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0

○ 당직실 침구 구입 400

2,500,000원*2종*2회

200,000원*10일*5회

200,000원*16벌

7,000원*12명*50일

500,000원*7개경기장*2회

15,000,000원*1식

1,000,000원*10회

1,000,000원*5회

100,000원*2종*2회

02 공공운영비 25,853 32,062 △6,209

○ 행정차량 유지관리 14,408

―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30

―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70

― 화물자동차 보험료 600

― 승합자동차 보험료 1,000

― 자동차 검사 수수료 80

― 자동차 유류대(화물)

3,035

― 자동차 유류대(승합)

8,093

―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 1,500

30,000원*1대

70,000원*1대

600,000원*1대

1,000,000원*1대

40,000원*2대

1,686원*150리터*12월

1,686원*400리터*12월

750,000원*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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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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대회 난방용 유류 구입(실내등유)

6,540

○ 전지훈련 난방유류 구입(실내등유)

4,905

1,308원*200리터*5대*5회

1,308원*250리터*5대*3월

03 행사운영비 150,000 250,000 △100,000

○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18개대회)

150,000150,000,000원*1식

202 여비 1,600 3,200 △1,600

01 국내여비 1,600 3,200 △1,600

○ 각종대회참가 여비 1,600

― 전남도체육대회 참가여비

1,60080,000원*5인*4일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1,0001,000,000원*1식

307 민간이전 405,500 360,000 45,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283,000 △253,000

○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0

○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0

10,000,000원*1회

20,000,000원*1식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7,000 0 57,000

○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17,000

― 체육회 10,000

― 생활체육회 7,000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0,000

○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2,000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8,000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원*12월

1,500,000원*12월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18,500 77,000 241,500

○ 땅끝배(군수기) 대회 개최 49,000

― 제19회 땅끝배 축구대회 8,000

― 제20회 땅끝배 게이트볼대회

6,000

― 제13회 땅끝배 골프대회 5,000

― 제13회 땅끝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9,000

― 제7회 땅끝배 호남지역 족구대회

7,000

― 제7회 땅끝배 전남사회인야구대회

6,000

― 제21회 땅끝배 초.중.고 전남태권도대회

8,000

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9,000,000원*1식

7,000,000원*1식

6,000,000원*1식

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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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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12,000

○ 동호인대회 운영지원 15,000

○ 2015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

○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5,000

○ 장애인협회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출전

5,000

○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5,000

○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4,000

○ 제15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5,000

○ 전국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500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0

○ 전라남도 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 출전

5,000

○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0

○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0

○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40,000

○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35,000

○ 제10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1,000

3,000,000원*4종목

1,500,000원*10종목

1,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50,000원*20회

50,000원*100인

80,000원*25인

500,000원*8회

50,000원*100인

75,000원*20인

5,000,000*1식

5,000,000원*1식

1,500,000원*2종목

1,500,000원*10팀

14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55,000원*100명*2일

405 자산취득비 15,000 25,000 △1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25,000 △10,000

○ 전지훈련팀지원 운동용품 구입

15,0001,500,000원*10종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29,710 28,217 1,493

기 20,797

도 2,674

군 6,239

307 민간이전 29,710 28,217 1,493

기 20,797

도 2,674

군 6,239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710 28,217 1,493

○ 스포츠바우처사업 29,71029,710,000원

기 20,797

도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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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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6,239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자체) 19,710 18,720 990

301 일반보상금 19,710 18,720 990

11 기타보상금 19,710 18,720 990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15,120

○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

3,240

○ 생활체육지도자 현지활동 피복비

1,350

20,000원*9인*7일*12월

30,000원*9인*12월

150,000원*9명

장애인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3,000 0 3,000

301 일반보상금 3,000 0 3,000

11 기타보상금 3,000 0 3,000

○ 장애인체육 종목별 재료구입(13종목)

3,0003,000,000원*1식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보조) 194,304 194,304 0

기 97,152

군 97,152

307 민간이전 194,304 194,304 0

기 97,152

군 97,152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4,304 194,304 0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1,4402,024,000원*5명*12월

기 60,720

군 60,720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2,8642,024,000원*3명*12월

기 36,432

군 36,432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955,014 959,818 △4,804

201 일반운영비 31,200 29,200 2,000

01 사무관리비 27,200 25,200 2,000

○ 운동복 구입 16,000

○ 운동장비 구입 10,000

― 펜싱.육상 10,000

○ 침구류 세탁 1,200

500,000원*16명*2회

10,000,000원*1식

50,000원*2개팀*12월

02 공공운영비 4,000 4,000 0

○ 실업연맹 연회비(육상,펜싱)

4,0002,000,000원*2개팀*1회

301 일반보상금 923,814 930,618 △6,804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923,814 930,618 △6,804

○ 급여(연봉) 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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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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110,000

．A급 110,000

― 코치 40,000

．B급 40,000

― 선수 463,000

．특급 50,000

．A급 168,000

．B급 245,000

○ 퇴직금 13,000

○ 선수계약금 100,000

○ 훈련비 30,000

○ 전국대회 출전비 32,025

○ 숙소 운영비 24,000

○ 전지훈련비 36,600

○ 우수선수 육성비(특별수당)

21,000

○ 운동선수 4대보험 부담금 54,189

― 건강보험 13,969

― 국민연금 26,228

― 고용보험 8,745

― 산재보험 5,247

55,000,000원*2명

40,000,000원*1명

50,000,000원*1명

42,000,000원*4명

35,000,000원*7명

13,000,000원*1식

50,000,000원*2개팀

3,000,000원*2개팀*5회

61,000원*15명*5일*7회

1,000,000원*2개팀*12월

61,000원*15명*20일*2회

300,000원*10명*7회

155,207원*15명*12월*50%

291,420원*15명*12월*50%

728,750원*12월

583,000,000원*0.009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종목 운영 60,000 60,000 0

307 민간이전 60,000 6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60,000 0

○ 축구,육상,레슬링,배구,근대5종 등

60,00060,000,000원*1식

전남체전 개최지원 95,464 0 95,464

201 일반운영비 36,010 0 36,010

01 사무관리비 27,490 0 27,490

○ 전남체전 사무실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 2,4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사무용품 구입

1,2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사무실 상황판 등 제작

5,0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복사기 임차료

2,640

○ 전남체전 준비 각종회의 운영비

1,200

○ 전남체전 준비 간담회 운영비

800

○ 전남체전 준비 각종목별 연맹방문

3,000

100,000원*2대*12월

100,000원*12월

5,000,000원*1식

220,000원*1대*12월

200,000원*6회

200,000원*4회

300,000원*1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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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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체전 준비 홍보물 제작 등

5,000

○ 제55회 전남체전 개최 홍보 광고료

2,5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업무추진 급량비

3,15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정수기 임차료

600

5,000,000원*1식

500,000원*5회

7,000원*5명*90일

50,000원*1대*12월

02 공공운영비 5,520 0 5,520

○ 전남체전 추진기획단 사무실 통신요금 5,520

― 행정 전용회선 3,600

― 행정전화 720

― 일반전화 1,200

300,000원*1회선*12월

30,000원*2회선*12월

50,000원*2회선*12월

03 행사운영비 3,000 0 3,000

○ 전남체전 준비 행사운영비 3,0003,000,000원*1식

202 여비 3,000 0 3,000

01 국내여비 3,000 0 3,0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관내출장 여비

1,000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관외출장 여비

2,000

1,000,000원*1식

2,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7,736 0 7,736

09 행사실비보상금 7,736 0 7,736

○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체육인 행사실비

2,736

○ 전남체전 준비 선진지 견학(숙박,음식점, 자

원봉사자 등) 5,000

80,000원*3명*3일*4회*95/100

5,000,000원*1회

307 민간이전 33,000 0 33,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0 0 33,000

○ 제54회 전남체전 응원 및 제55회 대회 홍보 11,000

― 참가자 활동실비 5,000

― 참가자 활동유니품 4,000

― 참가자 차량임차비 1,000

― 대형 플래카드 등 홍보물 1,000

○ 제55회 전남체전 개최지 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 5,000

○ 전남체전 상징물 공모사업

10,000

○ 전남체전 준비조직위 행사 7,000

50,000원*50명*2일

80,000원*50명

500,000원*2일

500,000원*2개

5,000,000원*1식

2,000,000원*5개부문

7,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5,718 0 15,71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718 0 15,718

○ 사무용 책상 1,728

○ 기능성 의자 2,640

144,000원*12개

220,000원*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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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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용 의자 1,200

○ 세미나 테이블 2,040

○ 5단 케비넷 3,000

○ 이동서랍 840

○ 접이식 의자 550

○ 응접셋트 400

○ 냉장고 500

○ TV 1,500

○ 파티션 1,320

60,000원*20개

170,000원*12개

250,000원*12개

70,000원*12개

22,000원*25개

400,000원*1조

500,000원*1대

1,500,000원*1대

110,000원*12개

땅끝공룡기 전국유소년축구 페스티벌 50,000 0 50,000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0 50,000

○ 2015 땅끝공룡기 전국축구페스티벌 개최

50,00050,000,000원*1식

연합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90,000 0 90,000

307 민간이전 90,000 0 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0 90,000

○ 제34회 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90,00090,000,000원*1식

회장배 전국남여 종별선수권 펜싱대회 90,000 0 90,000

307 민간이전 90,000 0 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0 90,000

○ 제44회 회장배 전국남여 종별선수권 펜싱대

회 90,00090,000,000원*1식

회장배 전국남여 종별 배구대회 120,000 0 120,000

307 민간이전 120,000 0 1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0 120,000

○ 제1회 회장배 전국남여 종별 배구대회

120,000120,000,000원*1식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30,000 20,000 10,000

307 민간이전 30,000 20,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0,000 10,000

○ 제26회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및 제5회

땅끝공룡기 전국여자배구대회 30,000

30,000,000원*1식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KBS전국레슬링대회 150,000 150,000 0

307 민간이전 150,000 15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150,000 0

○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0회 KBS전국레슬

링대회 개최 150,000150,000,000원*1식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 대회 180,000 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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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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민간이전 180,000 0 18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0 0 180,000

○ 2015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고등부.일

반부) 180,000180,000,000원*1식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및 국제청소년 파견선발대회 180,000 0 180,000

307 민간이전 180,000 0 18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0 0 180,000

○ 2015 하계 전국중.고유도연맹전 및 국제청소

년 파견선발대회 180,000180,000,000원*1식

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8,000 8,000 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 8,000 0

○ 제6회 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개최

8,0008,000,000원*1식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12,000 12,000 0

307 민간이전 12,000 12,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 12,000 0

○ 제16회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개최

12,00012,000,000원*1식

전국 중고 근대5종대회 55,000 55,000 0

307 민간이전 55,000 55,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5,000 55,000 0

○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5,00055,000,000원*1식

땅끝공룡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15,000 0 15,000

307 민간이전 15,000 0 1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0 15,000

○ 제5회 땅끝공룡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개

최 15,00015,000,000원*1식

전라남도의회의장기 전남생활체육축구대회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0 20,000

○ 제3회 전라남도의회 의장기 전남생활체육 축

구대회 개최 20,00020,000,000원*1식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 7,000 0 7,000

307 민간이전 7,000 0 7,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 0 7,000

○ 제17회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개최 7,0007,000,000원*1식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2,746,561 1,376,063 1,37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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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지방체육시설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 350,000

군 2,396,561

지방체육시설 지원 350,000 0 350,000

광 350,000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50,000 0 350,000

광 35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50,000 0 350,000

광 350,000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50,000 0 350,000

○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50,000350,000,000원*1식

광 350,00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610,500 441,000 1,169,5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1,610,500 341,000 1,269,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8,000 299,000 1,309,000

01 시설비 1,608,000 299,000 1,309,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창고 신축

200,000

○ 우슬경기장 본부석 3층 리모델링

100,000

○ 우슬동백체육관 가스(LPG) 저장탱크 설치

18,000

○ 우슬테니스(정구)장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

50,000

○ 읍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10,000

○ 우슬체육관 수목활용 휴게공간 조성

200,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사무실 증축

210,000

○ 궁도장 친수공간 조성 40,000

○ 해남읍 오천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해남읍 온인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삼산면 창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삼산면 수림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화산면 관동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화산면 연곡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현산면 학의리 운동기구설치

10,000

200,000,000원*1동

10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50,000,000원*1동

30,000,000원*17개소

200,000,000원*1개소

2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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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면 일평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송지면 산정2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송지면 송암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북평면 영전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북평면 오산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북일면 월성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북일면 용일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옥천면 향촌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옥천면 용정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계곡면 방춘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계곡면 신기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마산면 육일시 운동기구설치

10,000

○ 마산면 원덕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황산면 관두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황산면 성산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산이면 노송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산이면 원항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문내면 고당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문내면 서상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화원면 인지리 운동기구설치

10,000

○ 화원면 절골리 운동기구설치

10,000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2,500 42,000 △39,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42,000 △39,500

○ 우슬테니스장 관리동 냉난방기 구입

2,5002,500,000원*1대

체육시설 유지 관리 786,061 935,063 △149,002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786,061 935,063 △14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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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88,764 200,640 △111,876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656 0 19,656

○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안전, 안내)

19,6567,000원*9인*1식*26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108 200,640 △131,532

○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20,736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15,12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21,168

○ 각종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10,584

○ 우슬국민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안내,청소)

600

○ 수영장근무자 피복비(강사,안전요원,보일러)

900

54,000원*4인*8일*12월

140,000원*6인*6일*3회

54,000원*8인*7일*7회

54,000원*2인*7일*14회

150,000원*4인

150,000원*6인

201 일반운영비 674,777 712,403 △37,626

01 사무관리비 65,260 56,976 8,284

○ 금강골 쉼터부지 임대료 1,000

○ 금강골 체련공원 부지 임대료

500

○ 수영장 탈의실 소모품 구입

960

○ 수영장 청소용 소모품 구입

2,400

○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 구입(방향제, 화장

지) 9,360

○ 건물등기수수료

200

○ 수영장 시설관리 용품구입

900

○ 수영장 회원관리용 소모품 구입

1,000

○ 우슬체육공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5,400

○ 우슬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18,240

○ 우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안전점검 대행

1,200

○ 우슬국민체육센터 당직비 24,1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숙직비 18,250

―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직비 5,850

1,000,000원*1회

500,000원*1회

20,000원*2종*2개소*12월

40,000원*5종*12회

30,000*26개소*12회

육상실내경기장 200,000원*1동

180,000원*5종*1회

50,000원*4종*5회

150,000원*3개소*12월

380,000원*4개소*12월

100,000원*12월

50,000원*365일

50,000원*117일

02 공공운영비 609,517 655,427 △45,910

○ 우슬체육공원 수목보호 관리 17,080

― 수형조절 9,60032,000원*3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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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병충해 종합방제 3,480

― 수관주사 및 영양제 공급

4,000

○ 우슬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

120,000

○ 체육시설 관리용 소규모 임차료(운반차,굴삭

기등) 6,000

― 천연잔디복토 2,000

― 시설물 관리 4,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3,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위성방송 수신료

1,080

○ 수영장 및 미암체육공원 수질검사료

3,240

○ 체육시설 방역 소독료 3,9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정수기 및 비데 관리

3,360

○ 우슬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8,000

○ 체육시설 소방방화관리 대행

12,480

○ 다목적생활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체육시설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750

○ 우슬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용역

14,400

○ 수영장 물교체 청소용역 5,000

○ 체육시설 소방안전 협회비 200

○ 체육시설 예취용 유류 구입

1,869

○ 수영장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338

○ 우슬체육관 유지관리 8,000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안정기 및 램프교체

4,000

○ 체육관 안정기 및 램프교체

4,000

○ 체육공원 가로등 안정기 및 램프교체

2,000

○ 우슬동백체육관 유지관리 3,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유지관리

3,000

○ 금강체육관 유지관리 3,000

○ 우슬경기장 유지관리 3,000

○ 우슬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9,000

870원*4,000리터

4,000,000원*1회

10,000,000원*12월

500,000원*4회

500,000원*8회

300,000원*12월

30,000원*3대*12월

270,000원*12회

650,000원*6월

40,000원*7대*12월

4,000,000원*2회

130,000원*8개소*12월

120,000원*12월

250,000원*3개소*1회

9,000원*800톤*2회

2,500,000원*2회

200,000원*1회

1,869원*100리터*2대*5회

1,686원*100리터*2회

8,000,000원*1식

2,000,000원*2개구장

1,000,000원*4개소*1회

1,000,000원*2회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00원*1식

9,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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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

5,280

○ 미암,금강체육공원 의자 및 운동기구 보수

3,000

○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7,000

○ 체육시설 소방 비상 유도등 교체

2,000

○ 우슬경기장 본부석 전기요금(70KW)

12,000

○ 우슬체육관 전기요금(300KW)

48,000

○ 금강체육관 전기요금(35KW) 9,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600KW)(수영장)

180,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전기요금(35KW)(장애인체

육관) 6,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6,000

○ 해남광장 분수대 전기요금 1,200

○ 우슬동백체육관 전기요금(300KW)

36,000

○ 우슬경기장 정문 아치전광판 전기요금

1,800

○ 미암체육공원음수대 전기요금

1,200

○ 우슬체육공원 통신요금(펜싱체육관)

1,200

○ 수영장 및 체육관 연로구입(LPG)

18,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

5,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유지관리

2,5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재 교체

5,000

○ 수영장 배관 밸브교체 4,000

○ 수영장 열회수장치 필터교체 및 청소

12,000

○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

1,000

880,000원*3면*2회

1,500,000원*2개소*1회

500,000원*14개소

100,000원*20개

1,000,000원*12월

4,000,000원*12월

800,000원*12월

15,000,000원*12월

500,000원*12월

500,000원*12월

1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150,000원*12월

100,000원*12월

50,000원*2회선*12월

1,500원*4,000kg*3월

5,000,000원*1식

2,500,000원*1식

2,500,000원*2회

1,000,000원*4개소

3,000,000원*1개소*4회

1,000원*1,000톤*1개소

206 재료비 22,520 22,020 500

01 재료비 22,520 22,020 500

○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

4,320

○ 수영장 정수용 약품 구입

4,200

○ 수영장 물관리 센서 구입 2,000

9,000원*40포대*12월

35,000원*10통*12월

500,000원*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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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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분해장치용 전해셀 구입

6,000

○ 우슬경기장 잔디 관리용품 구입

4,000

○ 체육시설 전기 소모품 구입

2,000

6,000,000원*1회

10,000원*4종*50포*2회

10,000원*5종*20개*2회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1,203,749 1,006,595 197,154

국 26,730

군 1,177,019

군립도서관 운영 338,730 319,538 19,192

국 26,730

군 312,000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 104,900 88,000 16,900

405 자산취득비 104,900 88,000 16,9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900 5,000 16,900

○ 문화공간 운영물품 및 장애인 기구 구입

3,000

○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

18,900

3,000,000원*1식

900,000원*21대

02 도서구입비 83,000 83,000 0

○ 도서관 자료 구입 80,000

○ 문화컨텐츠 구입(DVD 등) 3,000

80,000,000원*1식

250,000원*12월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관리 47,350 45,978 1,372

101 인건비 5,400 6,048 △64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0 6,048 △648

○ 도서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40045,000원*10일*1인*12회

201 일반운영비 41,950 39,930 2,020

01 사무관리비 25,950 24,330 1,620

○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50종)

4,80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1,54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자료선정위원회

1,120

○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구입 1,500

○ 도서검색(실명인증)소프트웨어 구입

3,300

○ 자료배가용 북앤드 구입 500

○ 도서관 전산소모품 (토너 등)구입

1,000

○ 다예체험실 이용자용 재료(차) 구입

500

○ 홍보자료 출력용 플로터 잉크구입

1,200

400,000원*12월

70,000원*11인*2회

70,000원*4인*4회

300,000원*5회

3,300,000원*1식

2,000원*250개

250,000원*4회

250,000원*2회

100,000원*6색*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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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서정리 업무추진 급량비

4,200

○ 도서정리용품(라벨, 바코드등)

960

○ 도서감응테이프 630

○ 도서관 및 문화의집 집기 수선비

2,000

○ DVD감상실 헤드폰 구입 1,200

○ 도서관 소모품(소독기, 청청기 필터 등) 구

입 1,500

7,000원*5인*10일*12월

320원*3,000개

210원*3,000개

500,000원*4회

60,000원*20개

300,000원*5종

02 공공운영비 16,000 15,600 400

○ 도서관 각종 협회비 600

○ 한국문화의집 협회비 1,000

○ 도서관 및 공연안내 문자서비스 사용료

3,600

○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 6,000

○ 도서관리(KORAS)프로그램 유지보수

3,600

○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

200,000원*3종

1,000,000원*1회

300,000원*12월

500,000원*12월

300,000원*12월

100,000원*12월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 121,960 121,960 0

201 일반운영비 108,460 108,460 0

01 사무관리비 4,140 4,140 0

○ 제23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

840

○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 제작 3,300

70,000원*4인*3일

5,500원*600개

03 행사운영비 104,320 104,320 0

○ 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1,000

○ 문화프로그램 운영교재 및 재료구입

2,000

○ 평생교육프로그램 지도강사료

36,000

○ 문화프로그램(취미,오락) 지도강사료

28,800

○ 문화프로그램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3,600

○ 창작발표회 행사홍보물제작 및 출연자 소품

임차 2,100

○ 문화강좌수강생작품발표 및 전시회 강사료

2,500

○ 문화학교 운영 지도 강사료

6,000

○ 독서교실 지도강사료

1,200

1,000,000원*1식

500,000원*4회

50,000원*4시간*15종*12월

50,000원*4시간*12종*12월

900,000원*4회

2,100,000원*1회

100,000원*25인

6,000,000원*1식

50,000원*3시간*4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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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여름,겨울 독서교실 재료구입

3,000

○ 도서관 모범이용자 상패제작 720

○ 독서의 달 홍보물 및 행사경비

2,500

○ 제51회 도서관 주간 행사비

2,000

○ 제51회 도서관 주간행사 포스터 및 리플렛제

작 1,500

○ 제51회 도서관주간행사 안내 현수막 제작

600

○ 읽은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

7,800

○ 제23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상패 및 홍보

물제작 3,000

1,500,000원*2회

80,000원*9개

2,500,000원*1식

2,000,000원*1식

1,500,000원*1식

60,000원*10개

13,000원*300권*2회

3,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13,500 13,5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13,500 13,500 0

○ 도서관 문화행사 출연료 12,000

○ 도서관 행사 참가자 간식 및 식비보상

1,500

12,000,000원*1식

300,000원*5회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보조) 64,520 63,600 920

국 26,730

군 37,790

101 인건비 55,200 57,600 △2,400

국 24,300

군 30,9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200 57,600 △2,400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인건비

43,2001,200,000원*3인*12월

국 21,600

군 21,600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상여금

2,400800,000*3인

국 1,200

군 1,200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퇴직금

3,600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사회4대보험료 및

제경비 6,000

1,200,000원*3인

500,000원*12월

국 1,500

군 4,500

201 일반운영비 9,320 6,000 3,320

국 2,430

군 6,890

01 사무관리비 3,990 0 3,990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급식비

3,9907,000원*3인*19일*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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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100

군 2,890

03 행사운영비 5,330 6,000 △670

○ 야간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비

5,3305,330,000원*1식

국 1,330

군 4,000

문화예술진흥 273,460 288,380 △14,920

기획 공연 및 전시 행사 지원 212,860 212,360 500

201 일반운영비 43,660 43,160 500

01 사무관리비 1,680 1,680 0

○ 문화공연 근무급식비 1,6807,000원*5인*4일*12월

02 공공운영비 3,000 2,500 500

○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3,0003,000,000원*1회

03 행사운영비 38,980 38,980 0

○ 공연 및 전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6,480

○ 공연 홍보 포스터 제작 3,600

○ 우수 공연 리플랫 제작 및 광고비

7,200

○ 공연 홍보용 봉투 제작 1,200

○ 공연 및 행사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500

○ 야외공연(문화축제 등) 장비 임차료

20,000

60,000원*9개*12회

1,000원*300매*12회

1,200,000원*6회

1,200,000원*1식

100,000원*5회

20,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169,200 169,2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169,200 169,200 0

○ 우수영화 상영료 15,000

○ 우수공연·전시 출연료 60,000

○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60,000

○ 공연(문화축제 등) 및 행사 출연료

30,000

○ 공연 및 행사 출연자 식비 보상

4,200

5,000,000원*3회

15,000,000원*4회

15,000,000원*4회

5,000,000원*6단체

7,000원*100인*6회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60,600 76,020 △15,420

301 일반보상금 60,600 76,020 △15,42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1,500 △500

○ 문화예술동아리 행사참가 경비

1,000500,000원*2회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59,600 74,520 △14,920

○ 군립합창단 전형심사위원 수당

70070,000원*5인*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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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예술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군립합창단 군단위 공연 및 행사 참가 식비

1,120

○ 군립합창단 군단위 공연 및 행사 차량 임차

1,4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식비

3,36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숙박비

2,7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차량 임차

1,40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참가수당

9,45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2,700

○ 소년소녀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2,1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1,8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1,440

○ 성인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10,800

○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3,150

○ 군립합창단 지휘자 지도수당(2인)

8,0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지도수당(2인)

5,000

○ 군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필요용품 구입

1,000

○ 군립합창단 행사참가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

입 48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등 공연용품 임차

2,00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홍보물 제작

1,000

7,000원*80명*2회

700,000원*2회

7,000원*3식*80명*2일

30,000원*45실*2일

700,000원*2회

7,000원*45명*30회

2,000원*45명*30회

2,000원*35명*30회

150,000원*2인*6회

120,000원*2인*6회

40,000원*45명*6회

30,000원*35명*3회

80,000원*2인*50회

50,000원*2인*50회

1,000,000원*1회

2,000원*80명*3일

2,000,000원*1회

1,000,000원*1식

문화시설 유지 관리 591,559 398,677 192,882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508,358 337,428 170,930

201 일반운영비 262,138 226,508 35,630

01 사무관리비 47,350 30,650 16,700

○ 청사관리 화장지 및 청소용 소모품 구입

12,600

○ 공연업무 종사자 급식비

1,680

○ 관리실,사무실,주차장 프린터기 토너구입

1,200

○ 대공연장 및 다목적실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2,400

1,050,000원*12회

7,000원*5인*4회*12월

150,000원*8개

2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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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방 방수용 열감지기 구입 3,420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4,800

○ 문화예술회관 당직비 21,250

― 문화예술회관 숙직비 18,000

― 문화예술회관 일직비 3,250

90,000원*38개

400,000원*12월

30,000원*2인*300일

50,000원*1인*65일

02 공공운영비 214,788 195,858 18,930

○ 승강기 용역 및 점검수수료

6,000

○ 무인경비용역료 4,200

○ 소방설비 방화관리 용역 9,840

○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10,000

○ 전기,방화,위험물, 보일러 안전관리자 협회

비 400

○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13,500

○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 840

○ 도시가스 사용료

61,776

○ 비상 발전기 연료구입

2,322

○ 건축물 유지관리비 15,000

○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2,500

○ 냉동기 안전점검 검사료 400

○ 냉동기 세관 및 유지보수 5,000

○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260

○ 저수조 청소 용역 2,200

○ 정화조 분뇨 수거료 600

○ 특고압수배전반 유지관리비

6,000

○ 예술회관 종합방제 소독 6,500

○ 예술회관 청소용역(상,하반기)

16,000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200

○ 보일러 및 배관 유지관리비

3,000

○ 냉난방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3,000

○ 오수정화조 펌프 유지관리비

1,600

○ 영상홍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2,000

○ 다목적실,대공연장 음향설비 유지관리비

4,500

○ 예술회관 감시카메라 정기 점검

3,100

250,000원* 2대 * 12월

350,000원*12월

820,000원 * 12회

5,000,000원 * 2회

400,000원 * 1회

2,700원 * 1,250kw * 4회

70,000원 * 12월

1,200원*60㎥*5.5시간*26일*6월

1,759원 * 110리터 * 12월

15,000,000원*1식

2,500,000원 * 1종

400,000원 * 1회

5,000,000원*1회

130,000원 * 2회

11,000원 * 100톤 * 2회

15,000원 * 20톤 * 2회

3,000,000원 * 2회

1,300,000원 * 5회

8,000,000원 * 2회

100,000원*12월

1,000,000원 * 3대

3,000,000원 * 1식

800,000원 * 2대

2,000,000원*1식

4,500,000원*1식

50,000원 * 62대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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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예술회관 배수펌프 유지관리비

4,800

○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7,000

○ 무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3,750

○ 무대 조명설비 유지관리 2,000

○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2,000

○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임대, 비데 관리비

9,000

○ 주차장,문화예술회관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4,500

200,000원 * 24대

7,000,000원*1회

150,000원 * 25식

2,000,000원 * 1식

2,000,000원*1식

50,000원 * 15대 * 12월

4,500,000원*1식

206 재료비 20,620 14,020 6,600

01 재료비 20,620 14,020 6,600

○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660

○ 대공연장 소모성 무대조명(무빙램프외 7종)

구입 5,000

○ 예술회관 소모성 형광램프(3종)구입

3,000

○ 다목적실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

1,000

○ 보일러 연수기 천일염 구입

360

○ 냉각탑 네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

1,000

○ 실내조경 식재구입 9,600

55,000원 * 1kg * 12월

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00원 * 1개

1,000원 * 30kg *12월

50,000원 * 5kg * 4월

80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13,000 55,000 158,000

01 시설비 213,000 55,000 158,000

○ 문화예술회관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10,000

○ 지하 국악연습실 보수공사

15,000

○ 대공연장 드로우 커텐 제작설치

125,000

○ 대공연장 무대 샤막 제작설치

9,000

○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 보수공사

19,000

○ 대공연장 객석 조명등 보수공사

15,000

○ 군민광장 힐링쉼터 조성공사

20,000

10,000,000원*1대

15,000,000원*1식

125,000,000원*1식

9,000,000원*1조

19,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2,600 41,900 △29,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 41,900 △29,300

○ 베낭식 예취기 구입 1,200

○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구입 5,500

1,200,000원*1대

550,000원*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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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화예술회관 로비 TV구입 4,500

○ 대공연장 노트북 구입 1,400

4,500,000원*1대

1,400,000원*1대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83,201 61,249 21,952

101 인건비 15,552 12,000 3,55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52 12,000 3,552

○ 일시사역 인부임 15,552

― 군민광장 관리인부임

15,55254,000원*2인*12일*12월

201 일반운영비 67,649 42,849 24,800

01 사무관리비 7,390 9,390 △2,000

○ 주차장 시간외 야간 근무자 급량비

5,110

○ 탁구장 소모품 구입 720

○ 헬스장 소모품 구입 960

○ 무료개방 프랑카드 설치

600

7,000원*2인*365일

60,000원 * 12월

80,000원*12월

60,000원*5개소*2회

02 공공운영비 60,259 33,459 26,800

○ 헬스장 유지 관리비 2,400

○ 광장가로등 및 공원등 유지비

3,000

○ 군민광장 수목관리 유지보수

18,000

○ 군민광장 편익 시설물 유지보수

2,400

○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8,859

○ 주차장 공기순환팬 유지관리

2,000

○ 주차장 배수펌프 유지관리

3,600

○ 주차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5,000

○ 주차장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15,000

200,000원 * 12월

3,000,000원 * 1식

1,500,000원*12월

2,400,000원 * 1회

88,585,200원*10%

50,000원 * 40대

200,000원 * 18대

5,000,000원 * 1식

15,000,000원 * 1식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89,920 143,550 △53,630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89,920 143,550 △53,630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21,880 21,880 0

201 일반운영비 17,000 17,000 0

01 사무관리비 17,000 17,000 0

○ 부서운영비(총액) 17,00017,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880 4,880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0 680 0

○ 문예체육진흥사업소(정원17인)

68040,000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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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7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스포츠마케팅) 18,120 42,220 △24,100

201 일반운영비 5,880 29,980 △24,100

01 사무관리비 5,880 29,980 △24,100

○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5,8805,880,000원

202 여비 12,240 12,240 0

01 국내여비 12,240 12,240 0

○ 기본 국내여비 12,24012,240,000원

기본경비(체육시설담당) 11,160 18,120 △6,960

201 일반운영비 4,200 5,880 △1,680

01 사무관리비 4,200 5,880 △1,680

○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4,2004,200,000원

202 여비 6,960 12,240 △5,280

01 국내여비 6,960 12,240 △5,280

○ 기본 국내여비 6,9606,96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운영담당) 19,800 42,370 △22,570

201 일반운영비 5,880 30,130 △24,250

01 사무관리비 5,880 30,130 △24,250

○ 문화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5,8805,880,000원

202 여비 13,920 12,240 1,680

01 국내여비 13,920 12,2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3,92013,92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관리담당) 18,960 18,960 0

201 일반운영비 6,720 6,720 0

01 사무관리비 6,720 6,720 0

○ 문화시설관리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6,7206,720,000원

202 여비 12,240 12,240 0

01 국내여비 12,240 12,240 0

○ 기본 국내여비 12,24012,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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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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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재무활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내부거래지출(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진흥기금전출금 200,000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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