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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2018년도 추경 3 회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9,540,023 9,740,291 △200,268

국 67,804 67,804 0

균 240,000 240,000 0

기 338,795 338,795 0

도 54,337 54,337 0

군 8,839,087 9,039,355 △200,268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4,278,374 4,330,374 △52,000

기 338,795 338,795 0

도 54,337 54,337 0

군 3,885,242 3,937,242 △52,000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4,278,374 4,330,374 △52,000

기 338,795 338,795 0

도 54,337 54,337 0

군 3,885,242 3,937,242 △52,000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1,153,373 1,158,373 △5,000

307 민간이전 636,000 641,000 △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52,000 557,000 △5,000

○ 전라남도 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 출전

0 5,000 △5,000경정 0원

땅끝마라톤대회 0 40,000 △40,000

307 민간이전 0 40,000 △4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0 40,000 △40,000

○ 2018 땅끝전국마라톤대회 개최 0 40,000 △40,000경정 0원

땅끝배 골프대회 0 7,000 △7,000

307 민간이전 0 7,000 △7,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0 7,000 △7,000

○ 2018년 땅끝배 골프대회 0 7,000 △7,000경정 0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3,658,487 3,744,807 △86,320

국 36,000 36,000 0

균 240,000 240,000 0

군 3,382,487 3,468,807 △86,32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013,000 1,076,000 △63,0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1,013,000 1,076,000 △6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13,000 1,076,000 △63,000

01 시설비 1,013,000 1,076,000 △63,000

○ 우슬 체육공원 계단뛰기 설치공사

70,000 100,000 △30,000

○ 우슬 게이트볼장 창호설치공사

60,000 70,000 △10,000

○ 북평 야구장 정비공사 29,000 35,000 △6,000

○ 육상 투척 연습장 설치공사

10,000 20,000 △10,000

경정 70,000,000원

경정 60,000,000원

경정 29,000,000원

경정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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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우슬체육공원 산책로 우레탄 포설공사

13,000 20,000 △7,000경정 13,000,000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1,223,487 1,246,807 △23,320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1,223,487 1,246,807 △23,320

101 인건비 108,160 131,480 △23,32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700 102,020 △23,320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10,800 16,200 △5,40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15,680 23,520 △7,840

○ 각종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15,120 25,200 △10,080

경정 10,800,000원

경정 15,680,000원

경정 15,120,000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1,498,724 1,570,705 △71,981

국 31,804 31,804 0

군 1,466,920 1,538,901 △71,981

문화예술진흥 389,110 403,960 △14,850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33,650 48,500 △14,850

301 일반보상금 33,650 48,500 △14,85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33,650 48,500 △14,85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숙박비 0 1,600 △1,6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차량 임차 0 1,400 △1,40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참가수당

6,000 8,400 △2,400

○ 소년소녀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0 1,800 △1,800

○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0 1,800 △1,8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지도수당(2인)

3,600 7,200 △3,6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지도수당(2인)

2,250 4,500 △2,250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6,000,000원

경정 0원

경정 0원

경정 3,600,000원

경정 2,250,000원

문화시설 유지 관리 784,855 841,986 △57,131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646,036 693,167 △47,131

201 일반운영비 374,636 400,636 △26,000

02 공공운영비 315,666 341,666 △26,000

○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5,000 10,000 △5,000

○ 도시가스 사용료 35,000 40,000 △5,000

○ 예술회관 자가용전기설비 부적합사항 보수

8,000 20,000 △12,000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부적합사항 보수

6,000 10,000 △4,000

경정 5,000,000원

경정 35,000,000원

경정 8,000,000원

경정 6,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242,890 264,021 △21,131

01 시설비 242,890 264,021 △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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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문화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70,004 80,535 △10,531

○ 예술회관 대공연장 안개연출기 구입

5,000 11,000 △6,000

○ 예술회관 다목적실 LED 등기구 교체

27,900 31,000 △3,100

○ 문화예술회관(전시실,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12,500 14,000 △1,500

경정 70,004,000원

경정 5,000,000원

경정 27,900,000원

경정 12,500,000원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138,819 148,819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50,000 △10,000

01 시설비 40,000 50,000 △10,000

○ 군민광장 안개분수 설치 40,000 50,000 △10,000경정 40,000,000원

재무활동 10,438 405 10,033

보전지출 10,438 405 10,033

국도비반환금 10,438 405 10,033

802 반환금기타 10,438 405 10,033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0,438 405 10,033

○ 2016년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일반/어르신) 집

행잔액 이자 33 0 33

○ 국회의장배 8인제 축구대회 도비보조금 반납

10,000 0 10,000

32,380원

10,000,000원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