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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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13,214,269 12,654,719 559,550

국 29,937

지 1,790,000

기 162,161

도 64,386

군 11,167,78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4,343,183 4,952,606 △609,423

기 162,161

도 64,386

군 4,116,636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4,343,183 4,952,606 △609,423

기 162,161

도 64,386

군 4,116,636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798,046 825,911 △27,865

101 인건비 2,000 2,000 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0 1,200 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200200,000원*6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 800 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800200,000원*4벌

201 일반운영비 236,366 257,481 △21,115

01 사무관리비 88,980 87,400 1,58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 각종대회 시식용 특산물 구입

10,00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600

○ 체육대회 업무추진 급량비

4,200

○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임차(천막,탁자등

) 7,000

○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0

○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10,000

○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0

○ 당직실 침구 구입 400

○ 우슬국민체육센터 당직비 24,1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숙직비 18,250

―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직비 5,850

○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0

2,500,000원*2종*2회

200,000원*10일*5회

200,000원*8벌

7,000원*12명*50일

500,000원*7개경기장*2회

15,000,000원*1식

1,000,000원*10회

1,000,000원*5회

100,000원*2종*2회

50,000원*365일

50,000원*117일

70,000원*8명*3회

02 공공운영비 17,386 20,081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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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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차량 유지관리 11,261

―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30

―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70

― 화물자동차 보험료 600

― 승합자동차 보험료 1,000

― 자동차 검사 수수료 80

― 자동차 유류대(화물)

2,177

― 자동차 유류대(승합)

5,804

―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 1,500

○ 각종대회 난방용 유류 구입(실내등유)

3,500

○ 전지훈련 난방유류 구입(실내등유)

2,625

30,000원*1대

70,000원*1대

600,000원*1대

1,000,000원*1대

40,000원*2대

1,209원*150리터*12월

1,209원*400리터*12월

750,000원*2대

700원*200리터*5대*5회

700원*250리터*5대*3월

03 행사운영비 130,000 150,000 △20,000

○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130,000130,000,000원*1식

202 여비 1,680 1,680 0

01 국내여비 1,680 1,680 0

○ 각종대회참가 여비 1,680

―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여비

960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여비

720

80,000원*3인*4일

80,000원*3인*3일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1,0001,000,000원

307 민간이전 542,000 528,500 13,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0

○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0

○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0

10,000,000원*1회

20,000,000원*1식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4,000 54,000 0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0,000

○ 통합체육회 운영비 14,000

○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2,000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8,000

10,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000,000원*12월

1,500,000원*12월

04 민간행사사업보조 458,000 444,500 13,500

○ 땅끝배(군수기) 대회 개최 90,000

― 제20회 땅끝배 축구대회 8,0008,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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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회 땅끝배 게이트볼대회

6,000

― 제14회 땅끝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9,000

― 제8회 땅끝배 호남지역 족구대회

7,000

― 제8회 땅끝배 전남사회인야구대회

7,000

― 제22회 땅끝배 초.중.고 전남태권도대회

8,000

― 제40회 땅끝배 배구대회 5,000

― 제36회 거북이 축구대회 8,000

― 제14회 땅끝배 볼링대회 5,000

― 제21회 땅끝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7,000

― 제4회 땅끝배 아마바둑대회

5,000

― 제8회 땅끝배 전남검도대회

6,000

― 제5회 땅끝배 전남시니어정구대회

3,000

― 제7회 땅끝배 농구대회 6,000

○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12,000

○ 동호인대회 운영지원 20,000

○ 2017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

○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5,000

○ 장애인협회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출전

5,000

○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5,000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3,000

○ 제17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5,000

○ 전국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000

○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0

○ 전라남도 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 출전

5,000

○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0

○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0

6,000,000원*1식

9,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5,000,000원*1식

6,000,000원*1식

3,000,000원*1식

6,000,000원*1식

3,000,000원*4종목

2,000,000원*10종목

1,000,000원*1식

5,000,000원*1식

250,000원*20회

50,000원*100인

80,000원*25인

500,000원*6회

50,000원*100인

50,000원*20인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500,000원*2종목

1,500,000원*1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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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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40,000

○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50,000

○ 제12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1,000

○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65,000

○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5,000

○ 2017년 체육인 한마당 어울림 행사

5,000

14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5,000원*100명*2일

6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5,000 35,250 △20,2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35,250 △20,250

○ 전지훈련팀지원 운동용품 구입

15,0001,500,000원*10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8,743 33,857 14,886

기 34,121

도 4,386

군 10,236

307 민간이전 48,743 33,857 14,886

기 34,121

도 4,386

군 10,236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8,743 33,857 14,886

○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48,74348,742,800원

기 34,121

도 4,386

군 10,236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자체) 20,400 16,320 4,080

201 일반운영비 3,600 2,880 720

01 사무관리비 3,600 2,880 720

○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

3,60030,000원*10인*12월

301 일반보상금 16,800 13,440 3,360

11 기타보상금 16,800 13,440 3,360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16,80020,000원*10인*7일*12월

장애인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3,000 3,000 0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0

○ 장애인체육 종목별 재료구입

3,000300,000원*10종목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28,040 194,304 △66,264

기 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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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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20

307 민간이전 128,040 194,304 △66,264

기 64,020

군 64,0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8,040 194,304 △66,264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28,0402,134,000원*5명*12월

기 64,020

군 64,020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955,014 955,014 0

201 일반운영비 31,200 31,200 0

01 사무관리비 27,200 27,2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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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814 923,814 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923,814 923,814 0

○ 급여(연봉) 623,000

― 감독 110,000

．A급 110,000

― 코치 40,000

．B급 40,000

― 선수 473,000

．특급 60,000

．A급 168,000

．B급 245,000

○ 퇴직금 13,000

○ 선수계약금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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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원*1명

42,000,000원*4명

35,000,000원*7명

13,000,000원*1식

45,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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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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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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종목 운영 60,000 60,000 0

307 민간이전 60,000 6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60,000 0

○ 스토브리그 개최 60,00060,000,000원*1식

땅끝공룡기 전국유소년축구 페스티벌 40,000 40,000 0

307 민간이전 40,000 4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40,000 0

○ 2017 땅끝공룡기 전국축구페스티벌 개최

40,00040,000,000원*1식

제46회 회장배 전국남여 종별선수권 펜싱대회 90,000 0 90,000

307 민간이전 90,000 0 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0 90,000

○ 제46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90,00090,000,000원*1식

전국남녀단체종별 대학펜싱선수권 대회 20,000 17,000 3,000

307 민간이전 20,000 17,000 3,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17,000 3,000

○ 제20회 전국남녀단체종별대학펜싱선수권대회

20,00020,000,000원*1식

제50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90,000 80,000 10,000

307 민간이전 90,000 80,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80,000 10,000

○ 제50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90,00090,000,000원*1식

제28회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및 제7회 땅끝공룡

기 전국여자배구대회

30,000 30,000 0

307 민간이전 30,000 3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0

○ 제28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및 제7회 땅

끝공룡기 전국여자배구대회 30,00030,000,000원*1식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2회 KBS전국레슬링대회 개

최

150,000 150,000 0

307 민간이전 150,000 15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150,000 0

○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2회 KBS전국레슬

링대회 개최 150,000150,000,000원*1식

전국실업검도대회 25,000 35,000 △10,000

307 민간이전 25,000 35,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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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전국 동계실업검도대회

25,00025,000,000원*1식

제8회 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개최 8,000 8,000 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 8,000 0

○ 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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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회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개최

12,00012,000,000원*1식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5,000 55,000 0

307 민간이전 55,000 55,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5,000 55,000 0

○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5,00055,000,000원*1식

땅끝마라톤대회 40,000 0 40,000

307 민간이전 40,000 0 4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0 40,000

○ 제14회 땅끝마라톤대회 개최

40,00040,000,000원*1식

제7회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15,000 15,000 0

307 민간이전 15,000 15,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15,000 0

○ 제7회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15,00015,000,000원*1식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40,000 40,000 0

307 민간이전 40,000 4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40,000 0

○ 제27회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40,00040,000,000원*1식

도지사기 합기도 대회 13,000 10,000 3,000

307 민간이전 13,000 10,000 3,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 10,000 3,000

○ 제5회 전라남도지사기 합기도대회

13,00013,000,000원*1식

제20회 전국연합회장기 전국시도대항 볼링 대회 50,000 40,000 10,000

307 민간이전 50,000 40,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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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전국연합회장기 전국시도대항 볼링

대회 50,00050,000,000원*1식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190,000 0 190,000

307 민간이전 190,000 0 1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90,000 0 190,000

○ 2017 전국남녀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190,000190,000,000원*1식

땅끝공룡기 남녀 궁도대회 3,000 0 3,000

307 민간이전 3,000 0 3,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 0 3,000

○ 제5회 땅끝공룡기 전남 궁도대회

3,0003,000,000원*1식

대학배구대회 120,000 100,000 20,000

307 민간이전 120,000 100,000 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100,000 20,000

○ 2017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120,000120,000,000원*1식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 30,000 30,000 0

307 민간이전 30,000 3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0

○ 제11회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품새대회

30,00030,000,000원*1식

전라남도협회장기 볼링대회 30,000 0 30,000

307 민간이전 30,000 0 3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0 30,000

○ 제2회 전라남도볼링협회장기 볼링대회

30,00030,000,000원*1식

전국 대학축구대회 240,000 0 240,000

307 민간이전 240,000 0 24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40,000 0 240,000

○ 전국대학 1,2학년 축구대회

240,000240,000,000원*1식

전국 장사 씨름대회 150,000 0 150,000

307 민간이전 150,000 0 15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0 150,000

○ 제47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150,000150,000,000원*1식

전남 서남부권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0 0 5,000

307 민간이전 5,000 0 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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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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전남서남부권 그라운드 골프 땅끝대회

5,0005,000,000원*1식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0 20,000

○ 제2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0,00020,000,000원*1식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탁구대회 70,000 0 70,000

307 민간이전 70,000 0 7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0 70,000

○ 제33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탁구대회

70,00070,000,000원*1식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28,040 0 128,040

기 64,020

군 64,020

307 민간이전 128,040 0 128,040

기 64,020

군 64,0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8,040 0 128,040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28,0402,134,000원*5명*12월

기 64,020

군 64,020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660,000 0 660,000

도 60,000

군 600,000

307 민간이전 660,000 0 660,000

도 60,000

군 60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60,000 0 660,000

○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660,000660,000,000원

도 60,000

군 600,000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상황실 운영(자

체)

5,900 0 5,900

201 일반운영비 2,300 0 2,300

01 사무관리비 2,300 0 2,300

○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사무실 토너 및 카트리

지 구입 750

○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사무용품 구입

500

○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기획단 급량비

1,050

150,000원*1대*5월

100,000원*5월

7,000원*3명*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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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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여비 3,600 0 3,600

01 국내여비 3,600 0 3,600

○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기획단 관내여비

2,160

○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기획단 관외여비

1,440

20,000원*3명*9일*4월

80,000원*3명*3일*2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7,370,588 6,324,825 1,045,763

지 1,790,000

군 5,580,588

지방체육시설 지원 4,900,000 3,200,000 1,700,000

지 1,790,000

군 3,110,0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우슬 전천후 육상 실내 경

기장)

1,800,000 0 1,800,000

지 540,000

군 1,2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00 0 1,800,000

지 540,000

군 1,260,000

01 시설비 1,734,000 0 1,734,000

○ 우슬 전천후 육상 실내경기장 건립공사

1,734,0001,734,000,000원*1식

지 520,200

군 1,213,800

02 감리비 60,000 0 60,000

○ 우슬 전천후 육상 실내경기장 건립공사 감리

비 60,00060,000,000원*1식

지 18,000

군 42,000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 우슬 전천후 육상 실내경기장 건립공사 시설

부대비 6,0006,000,000원*1식

지 1,800

군 4,2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우슬탁구장 조성) 1,500,000 0 1,500,000

지 450,000

군 1,0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0 1,500,000

지 450,000

군 1,050,000

01 시설비 1,445,000 0 1,445,000

○ 우슬 탁구장 건립공사 1,445,0001,445,000,000원*1식

지 433,500

군 1,011,500

02 감리비 50,000 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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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지방체육시설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우슬 탁구장 건립공사 감리비

50,00050,000,000원*1식

지 15,000

군 35,000

03 시설부대비 5,000 0 5,000

○ 우슬 탁구장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0005,000,000원*1식

지 1,500

군 3,5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우슬체육공원 우레탄 교체

공사)

1,600,000 0 1,600,000

지 800,000

군 8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0 0 1,600,000

지 800,000

군 800,000

01 시설비 1,598,000 0 1,598,000

○ 우슬 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1,598,0001,598,000,000원*1식

지 799,000

군 799,0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우슬 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시설부대비

2,0002,000,000원*1식

지 1,000

군 1,00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278,000 1,820,000 △542,0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1,278,000 970,000 30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78,000 970,000 308,000

01 시설비 1,278,000 970,000 308,000

○ 축구전용3구장 관람석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

사 150,000

○ 우슬경기장 계단 데크 보수공사

50,000

○ 금강 체련공원 데크 보수공사

50,000

○ 산이 게이트볼장 창호 보수공사

30,000

○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신축

710,000

○ 운동기구 설치 280,000

○ 황산 우항 운동기구 이설공사

5,000

○ 화원 신주광 체육시설 보수공사

3,000

1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10,000,000원*1식

28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체육시설 유지 관리 1,192,588 1,304,825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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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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1,192,588 1,304,825 △112,237

101 인건비 104,160 108,139 △3,979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740 23,340 2,400

○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강사, 안전, 안내, 보

일러) 21,840

○ 우슬국민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안내,청소)

600

○ 수영장근무자 피복비(강사,안전요원,보일러)

2,400

○ 체육시설관리 청원경찰 피복비

300

○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 피복비

600

7,000원*10인*1식*26일*12월

150,000원*2인*2회

150,000원*8인*2회

150,000원*1명*2회

150,000원*2명*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420 84,799 △6,379

○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24,000

○ 해남광장 환경정비 7,800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15,12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20,160

○ 각종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11,340

60,000원*5인*80일

60,000원*1인*130일

140,000원*6인*6일*3회

60,000원*8인*7일*6회

60,000원*3인*7일*9회

201 일반운영비 994,948 1,110,886 △115,938

01 사무관리비 58,760 56,320 2,440

○ 금강골 쉼터부지 임대료 1,000

○ 금강골 체련공원 부지 임대료

500

○ 수영장 탈의실 소모품 구입

1,680

○ 수영장 청소용 소모품 구입

4,200

○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구입(방향제,화장지)

14,400

○ 건물등기수수료 600

○ 수영장 시설관리 용품구입

1,100

○ 수영장 회원관리용 소모품 구입

1,320

○ 우슬체육공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5,400

○ 우슬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27,360

○ 우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안전점검 대행

1,200

1,000,000원*1회

500,000원*1회

35,000원*2종*2개소*12월

50,000원*7종*12월

30,000원*40개소*12월

300,000원*2동

220,000원*5종*1회

55,000원*4종*6회

150,000원*3개소*12월

380,000원*6개소*12월

1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936,188 1,054,566 △118,378

○ 우슬체육공원 수목보호 관리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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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형조절 11,100

― 병충해 종합방제 4,000

― 수관주사 및 영양제 공급

5,000

○ 우슬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

144,000

○ 체육시설 관리용 소규모 임차료(운반차,굴삭

기등) 6,600

― 천연잔디복토 2,200

― 시설물 관리 4,4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3,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위성방송 수신료

1,080

○ 수영장 및 미암체육공원 수질검사료

3,840

○ 체육시설 방역 소독료 5,88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정수기 및 비데 관리

4,320

○ 우슬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10,000

○ 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8,000

○ 체육시설 소방방화관리 대행

15,120

○ 다목적생활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우슬동백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우슬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800

○ 체육시설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750

○ 우슬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용역

14,400

○ 수영장 물교체 청소용역 5,000

○ 체육시설 소방안전 협회비 200

○ 체육시설 예취용 유류 구입

2,573

○ 수영장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1,144

○ 우슬체육관 유지관리 8,000

○ 체육시설 소방설비 유지관리

9,000

○ 소방내연기관 및 발전기 유지관리

9,900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안정기 및 램프교체

21,000

37,000원*300주

1,000원*4,000리터

5,000,000원*1회

12,000,000원*12월

550,000원*4회

550,000원*8회

300,000원*12월

30,000원*3대*12월

320,000원*12회

980,000원*6월

45,000원*8대*12월

5,000,000원*2회

1,600,000원*5개소*1회

140,000원*9개소*12월

120,000원*12월

120,000원*12개월

150,000원*12개월

250,000원*3개소*1회

9,000원*800톤*2회

2,500,000원*2회

200,000원*1회

1,429원*120리터*3대*5회

1,429원*200리터*2대*2회

8,000,000원*1식

1,000,000원*9개소

1,100,000원*9대*1회

3,500,000원*2개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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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관 안정기 및 램프교체

8,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안정기 및 램프교체

6,000

○ 우슬체육공원 전등 보수 20,000

○ 수영장 노후 전등 보수 4,000

○ 우슬동백체육관 유지관리 8,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유지관리

8,000

○ 금강체육관 유지관리 6,000

○ 우슬경기장 유지관리 6,000

○ 우슬트레이닝센터 유지관리

6,000

○ 우슬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유지관리

6,000

○ 읍면게이트볼장 유지 관리

14,000

○ 해남광장 유지관리 6,000

○ 미암 및 금강체련공원 유지관리

10,000

○ 우슬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5,000

○ 축구전용구장 시설물 유지 관리

6,000

○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

12,000

○ 체육관 배수펌프 및 배기팬 유지 보수

6,000

○ 미암,금강체육공원 의자 및 운동기구 보수

4,000

○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28,000

○ 우슬체육공원 정자, 쉼터 오일스텐

10,000

○ 체육시설 방송장비 유지관리

6,000

○ 체육시설 소방 비상 유도등 교체

2,000

○ 우슬경기장 본부석 전기요금(70KW)

12,000

○ 우슬체육관 전기요금(500KW)

60,000

○ 금강체육관 전기요금(35KW) 9,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600KW)(수영장)

216,000

○ 우슬트레이닝장 전기요금(300KW)

36,000

2,000,000원*4개소*1회

2,000,000원*3회

1,000,000원*20개

200,000원*20개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6,000,000원*1식

6,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원*14개소

6,000,000원*1식

5,000,000원*2개소

15,000,000원*1식

2,000,000원*3개소*1회

1,000,000원*12월

1,000,000원*6개소

2,000,000원*2개소*1회

1,000,000원*14개소*2회

10,000,000원*1식

300,000원*5개소*4회

100,000원*20개

1,000,000원*12월

5,000,000원*12월

800,000원*12월

18,000,000원*12월

3,000,000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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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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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슬체육공원 전광판 유지 관리

6,000

○ 미암체육공원음수대 전기요금

1,200

○ 우슬체육공원 통신요금(펜싱체육관)

1,200

○ 수영장 및 동백체육관 연료구입(LPG)

10,800

○ 소방시설 소방엔진 연료 구입비

1,001

○ 우슬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

8,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유지관리

2,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청소 및 여

과재 교체 15,000

○ 수영장 배관 밸브교체 3,200

○ 수영장 열회수장치 필터교체 및 청소

6,000

○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

1,000

500,000원*12월

500,000원*12월

1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150,000원*12월

1,000,000원*3개소*2회

100,000원*12월

50,000원*2회선*12월

1,200원*3,000kg*3월

1,429원*50리터*7대*2회

8,000,000원*1식

2,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원*4개소

3,000,000원*1개소*2회

1,000원*1,000톤*1개소

206 재료비 23,480 24,200 △720

01 재료비 23,480 24,200 △720

○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

3,600

○ 수영장 정수용 약품 구입

4,680

○ 수영장 물관리 센서 구입 2,000

○ 수영장 소금분해장치용 전해셀 구입

6,000

○ 우슬경기장 잔디 관리용품 구입

4,800

○ 체육시설 전기 소모품 구입

2,400

10,000원*30포대*12월

39,000원*10통*12월

500,000원*4종

6,000,000원*1회

12,000원*4종*50포*2회

12,000원*5종*20개*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61,600 8,400

01 시설비 70,000 61,600 8,400

○ 수영장 샤워실(여) 바닥 보수

20,0002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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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체육관) 보수 및 편

의시설설치 50,0002,500,000원*20개소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1,149,257 1,082,592 66,665

국 1,620

군 1,147,637

군립도서관 운영 309,280 308,554 726

국 1,620

군 307,660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 103,000 61,200 41,800

405 자산취득비 103,000 61,200 41,8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18,200 51,800

○ 문화공간 운영물품 및 장애인 기구 구입

5,000

○ 웹 서버 구입 20,000

○ 멀티미디어 서버 구입 20,000

○ 도서관리 서버 구입 20,000

○ 도서관 이용자용 의자구입 5,000

5,000,000원*1식

20,000,000원*1대

20,000,000원*1대

20,000,000원*1대

100,000원*50개

02 도서구입비 33,000 43,000 △10,000

○ 도서관 자료 구입(일반서,장애인,다문화자료

등) 30,000

○ 문화컨텐츠 구입(DVD 등) 3,000

30,000,000원*1식

250,000원*12월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관리 70,840 54,480 16,360

101 인건비 6,240 5,880 3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0 5,880 360

○ 도서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6,24052,000원*10일*1인*12회

201 일반운영비 64,600 48,600 16,000

01 사무관리비 31,250 22,050 9,200

○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50종)

6,00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1,54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자료선정위원회

1,120

○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구입 1,500

○ 자료배가용 북앤드 구입 500

○ 도서관 전산소모품 (토너 등)구입

1,000

○ 다예체험실 이용자용 재료(차) 구입

500

○ 도서정리 업무추진 급량비

4,200

○ 도서정리용품(라벨, 바코드등)

960

500,000원*12월

70,000원*11인*2회

70,000원*4인*4회

300,000원*5회

2,000원*250개

250,000원*4회

250,000원*2회

7,000원*5인*10일*12월

320원*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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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서감응테이프 630

○ 도서관 및 문화의집 집기 수선비

2,000

○ DVD감상실 헤드폰 구입 1,200

○ 도서관 소모품(소독기, 청정기 필터 등)구입

1,500

○ 도서관 야간근로자 간식비

3,600

○ 시설안내 사인물제작 5,000

210원*3,000개

500,000원*4회

60,000원*20개

300,000원*5종

4,000원*3명*25일*12월

1,000,000원*5종

02 공공운영비 33,350 26,550 6,800

○ 도서관 각종 협회비 600

○ 한국문화의집 협회비 1,000

○ 도서관 및 공연안내 문자서비스 사용료

3,600

○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 6,000

○ 도서관리(KOLAS)프로그램 유지보수

3,600

○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업그레이

드 및 유지보수 4,000

○ 개인정보DB암호화 시스템 유지보수

3,000

○ 도서관 서버용 OS 교체 및 DB 이전

10,000

○ 도서관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1,000

○ 도서관 본인인증시스템 휴대폰 인증 사용료

550

200,000원*3종

1,000,000원*1회

300,000원*12월

500,000원*12월

300,000원*12월

4,000,000원*1식

250,000원*12월

10,000,000원*1식

500,000원*2종

550,000원*1년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 131,840 127,960 3,880

201 일반운영비 37,240 114,460 △77,220

01 사무관리비 4,140 4,140 0

○ 제25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

840

○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 제작 3,300

70,000원*4인*3일

5,500원*600개

03 행사운영비 33,100 110,320 △77,220

○ 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1,000

○ 문화프로그램 운영교재 및 재료구입

2,000

○ 문화프로그램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3,600

○ 창작발표회 행사홍보물제작 및 출연자 소품

임차 2,100

○ 문화강좌수강생작품발표 및 전시회 강사료

2,500

○ 여름,겨울 독서교실 재료구입

3,000

1,000,000원*1식

500,000원*4회

900,000원*4회

2,100,000원*1회

100,000원*25인

1,5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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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독서의 달 홍보물 및 행사경비

5,000

○ 제53회 도서관 주간행사비 2,000

○ 제53회 도서관 주간행사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1,500

○ 제53회 도서관주간행사 안내 현수막 제작

600

○ 읽은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

7,800

○ 제25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홍보물 제작

2,000

5,000,000원*1식

2,000,000원*1식

1,500,000원*1식

60,000원*10개

13,000원*300권*2회

2,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94,600 13,500 81,100

09 행사실비보상금 91,500 13,500 78,000

○ 도서관 문화행사 출연료 12,000

○ 도서관 행사 참가자 간식 및 식비보상

1,500

○ 평생교육프로그램 지도강사료

36,000

○ 문화프로그램(취미,오락) 지도강사료

28,800

○ 문화학교 운영 지도 강사료

12,000

○ 독서교실 지도강사료

1,200

12,000,000원*1회

300,000원*5회

50,000원*4시간*15종*12월

50,000원*4시간*12종*12월

50,000원*4시간*5종*12월

50,000원*3시간*4일*2회

11 기타보상금 3,100 0 3,100

○ 도서관 모범이용자 상패제작 900

○ 제25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상패 제작

2,200

100,000원*9개

100,000원*22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 3,600 64,914 △61,314

국 1,620

군 1,980

201 일반운영비 3,600 3,600 0

국 1,620

군 1,980

03 행사운영비 3,600 3,600 0

○ 야간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600300,000원*12회

국 1,620

군 1,980

문화예술진흥 369,930 359,730 10,200

기획 공연 및 전시 행사 지원 316,620 305,620 11,000

201 일반운영비 52,420 41,420 11,000

01 사무관리비 4,680 3,680 1,000

○ 문화공연 근무급식비 1,6807,000원*5인*4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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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예술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화공연 근무자 근무복(총괄)

3,000150,000원*20명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0

○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3,0003,000,000원*1회

03 행사운영비 44,740 34,740 10,000

○ 공연 및 전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12,240

○ 공연 홍보 포스터 제작 3,600

○ 우수 공연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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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12회

1,000원*300매*12회

1,200,000원*6회

1,200,000원*1식

100,000원*5회

20,000,000원*1식

301 일반보상금 264,200 264,2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264,200 264,200 0

○ 우수영화 상영료 20,000

○ 우수공연·전시 출연료 60,000

○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150,000

○ 공연(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등) 및 행사 출

연료 30,000

○ 공연 및 행사 출연자 식비 보상

4,200

5,000,000원*4회

15,000,000원*4회

25,000,000원*6회

5,000,000원*6단체

7,000원*100인*6회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53,310 54,110 △800

301 일반보상금 53,310 54,110 △80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53,310 54,110 △800

○ 군립합창단 전형심사위원 수당

700

○ 군립합창단 군단위 공연 및 행사 참가 식비

1,120

○ 군립합창단 군단위 공연 및 행사 차량 임차

7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식비

3,36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숙박비

1,6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차량 임차

2,10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참가수당

9,45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2,700

70,000원*5인*2회

7,000원*80명*2회

700,000원*1회

7,000원*3식*80명*2일

40,000원*20실*2일

700,000원*3회

7,000원*45명*30회

2,000원*45명*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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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예술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년소녀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2,1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1,5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1,200

○ 성인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7,200

○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2,1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지도수당(2인)

8,0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지도수당(2인)

5,000

○ 군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필요용품 구입

1,000

○ 군립합창단 행사참가에 따른 여행자보험가입

48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공연용품 임차

2,00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홍보물 제작

1,000

2,000원*35명*30회

150,000원*2인*5회

120,000원*2인*5회

40,000원*45명*4회

30,000원*35명*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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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47 414,308 55,739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341,718 329,667 12,051

201 일반운영비 265,098 265,047 51

01 사무관리비 37,990 38,520 △530

○ 청사관리 화장지 및 청소용 소모품 구입

12,000

○ 공연업무 종사자 급식비

1,680

○ 관리실,사무실,주차장 프린터기 토너구입

1,200

○ 대공연장 및 다목적실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2,400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4,800

○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3,600

○ 문화예술회관 당직비 12,310

― 문화예술회관 숙직비 8,910

― 문화예술회관 일직비 3,400

1,000,000원*12회

7,000원*5인*4회*12월

150,000원*8개

200,000원*12월

400,000원*12월

300,000원*12월

30,000원*1인*297일

50,000원*1인*68일

02 공공운영비 227,108 226,527 581

○ 승강기 용역 및 점검수수료

6,000

○ 무인경비용역료 4,200

○ 소방설비 방화관리 용역 9,840

○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10,000

250,000원*2대*12월

350,000원*12월

820,000원*12회

5,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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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방화,위험물,보일러 안전관리자 협회비

400

○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15,000

○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 840

○ 도시가스 사용료 40,000

○ 도시가스 정기안전점검료 300

○ 비상 발전기 연료구입

1,596

○ 건축물 유지관리비 20,000

○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2,500

○ 냉동기 안전점검 검사료 400

○ 냉동기 세관 및 유지보수 5,000

○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260

○ 저수조 청소 용역 2,912

○ 정화조 분뇨 수거료 600

○ 공조설비 유지관리 1,800

○ 특고압수배전반 유지관리비

6,000

○ 예술회관 종합방제 소독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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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회관 배수펌프 유지관리비

4,800

○ 무대시설 수시안전진단 수수료

7,000

○ 무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000

○ 무대 조명설비 유지관리 2,000

○ 예술회관 자가용전기설비 부적합 사항 보수

20,000

○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및 비데 임대 유지관리

비 9,660

○ 문화예술회관 실내조경 유지관리비

9,600

400,000원*1회

3,000원*1,250kw*4회

70,000원*12월

25원*1,600,000MJ

300,000원*1회

1,209원*110리터*12월

20,000,000원*1식

2,500,000원*1종

400,000원*1회

5,000,000원*1회

130,000원*2회

14,000원*104톤*2회

15,000원*20톤*2회

100,000원*18종

3,000,000원*2회

1,4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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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24대

7,000,000원*1회

200,000원*25식

2,000,000원 * 1식

5,000,000원*4회

35,000원*23대*12월

8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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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재료비 22,020 21,620 400

01 재료비 22,020 21,620 400

○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660

○ 대공연장 소모성 무대조명(무빙램프외 7종)

구입 5,000

○ 예술회관 LED램프 구입 10,000

○ 예술회관 소모성 형광램프(3종)구입

3,000

○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대공연장, 다목적실)

2,000

○ 보일러 연수기 천일염 구입

360

○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

1,000

55,000원*1kg*12월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000,000원*2개

1,000원*30kg*12월

50,000원*5kg*4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29,600 37,500 △7,900

01 시설비 29,600 37,500 △7,900

○ 5층 자유학습실 LED조명 교체공사

20,000

○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교체

9,600

20,000,000원*1식

300,000원*32대

405 자산취득비 25,000 5,500 19,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5,500 19,500

○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선인이어 구입

12,000

○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녹화장치(서버)교

체 8,000

○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콘솔 교체

5,000

6,000,000원*2대

4,000,000원*2대

5,000,000원*1식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128,329 84,641 43,688

101 인건비 17,280 16,992 28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280 16,992 288

○ 일시사역 인부임 17,280

― 군민광장 관리인부임

17,28060,000원*2인*12일*12월

201 일반운영비 71,049 67,649 3,400

01 사무관리비 9,590 7,390 2,200

○ 주차장 시간외 야간 근무자 급량비

5,110

○ 탁구장 소모품 구입 720

○ 헬스장 소모품 구입 960

○ 무료개방 플래카드 설치

600

○ 지하주차장 시설관리 용품 구입

1,100

7,000원*2인*365일

60,000원*12월

80,000원*12월

60,000원*5개소*2회

220,000원*5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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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광장 시설관리 용품 구입

1,100220,000원*5종*1회

02 공공운영비 61,459 60,259 1,200

○ 헬스장 유지 관리비 3,600

○ 광장가로등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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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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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 배수설비 전원반 교체공사

20,000

○ 군민광장 가로등 교체공사

20,000

10,000,000원*2개소

2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151,241 94,696 56,545

국 28,317

군 122,924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88,312 94,696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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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7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스포츠마케팅팀) 16,608 16,608 0

201 일반운영비 6,048 6,048 0

01 사무관리비 6,048 6,048 0

○ 스포츠마케팅팀 업무추진 급량비

6,0486,048,000원

202 여비 10,560 10,5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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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체육시설팀) 15,600 16,608 △1,008

201 일반운영비 5,040 6,048 △1,008

01 사무관리비 5,040 6,048 △1,008

○ 체육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10,560 10,560 0

01 국내여비 10,560 10,560 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운영팀) 15,600 19,296 △3,696

201 일반운영비 5,040 7,056 △2,016

01 사무관리비 5,040 7,056 △2,016

○ 문화시설운영팀 업무추진 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10,560 12,240 △1,680

01 국내여비 10,560 12,2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관리팀) 18,624 20,304 △1,680

201 일반운영비 8,064 8,064 0

01 사무관리비 8,064 8,064 0

○ 문화시설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0,560 12,240 △1,680

01 국내여비 10,560 12,2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인력운영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62,929 0 62,929

국 28,317

군 34,61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 62,929 0 62,929

국 28,317

군 34,612

101 인건비 62,929 0 62,929

국 28,317

군 34,61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929 0 62,929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인건비

53,1541,476,500원*3인*12월

국 23,919

군 29,235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퇴직금

4,4301,476,500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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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인력운영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993

군 2,437

○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사회4대보험료 및

제경비 5,345148,470원*3인*12월

국 2,405

군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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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진흥기금전출금 200,000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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