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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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11,048,435 7,887,083 3,161,352

국 37,185

균 875,000

기 184,294

도 4,737

군 9,947,21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4,493,673 3,890,954 602,719

기 184,294

도 4,737

군 4,304,642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4,493,673 3,890,954 602,719

기 184,294

도 4,737

군 4,304,642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935,654 1,051,553 △11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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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574 294,473 26,101

01 사무관리비 170,250 125,270 44,98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 각종대회 운영용품 10,00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600

○ 체육대회 업무추진 급량비

4,800

○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임차(천막,탁자등

) 7,000

○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0

○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15,000

○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0

○ 당직실 침구 구입 800

○ 우슬국민체육센터 당직비 26,37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숙직비 12,450

―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숙직비

13,920

○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0

2,500,000원*2종*2회

200,000원*10일*5회

200,000원*8벌

8,000원*12명*50일

500,000원*7개경기장*2회

15,000,000원*1식

1,000,000원*15회

1,000,000원*5회

100,000원*2종*4회

50,000원*249일

60,000원*232일

70,000원*8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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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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대회개최 홍보

18,000

○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0

○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 지원

35,000

1,500,000원*12회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20,324 19,203 1,121

○ 행정차량 유지관리 12,886

―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30

―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70

― 화물자동차 보험료 600

― 승합자동차 보험료 1,300

― 자동차 검사 수수료 80

― 자동차 유류대(화물)

2,538

― 자동차 유류대(승합)

6,768

―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 1,500

○ 각종대회 난방용 유류 구입(실내등유)

4,250

○ 전지훈련 난방유류 구입(실내등유)

3,188

30,000원*1대

70,000원*1대

600,000원*1대

1,300,000원*1대

40,000원*2대

1,410원*150리터*12월

1,410원*400리터*12월

750,000원*2대

850원*200리터*5대*5회

850원*250리터*5대*3월

03 행사운영비 130,000 150,000 △20,000

○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130,000130,000,000원*1식

202 여비 5,280 5,280 0

01 국내여비 5,280 5,280 0

○ 각종대회참가 여비 2,880

―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여비

960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여비

720

―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여비

720

―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480

○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2,400

80,000원*3인*4일

80,000원*3인*3일

80,000원*3인*3일

80,000원*3인*2일

80,000원*3인*2일*5회

307 민간이전 592,800 664,000 △71,2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44,000 30,000 414,000

○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0

○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0

○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지원

25,000

10,000,000원*1회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 2 -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

○ 제14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

○ 제19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8,000

○ 제27회 전국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000

○ 전라남도 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 출전

5,000

○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0

○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80,000

○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70,000

○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4,000

○ 제31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75,000

○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0

○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2,000

1,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원*3종목

18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원*1식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3,800 54,000 19,800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3,000

○ 체육회 운영비 20,000

○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6,800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24,000

1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400,000원*12월

2,000,000원*12월

04 민간행사사업보조 75,000 580,000 △505,000

○ 동호인대회 운영지원 20,000

○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5,000

○ 장애인협회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출전

5,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3,000

○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0

○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0

○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12,000

2,000,000원*10종목

5,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원*10팀

3,000,000원*4종목

405 자산취득비 15,000 85,000 △7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85,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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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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훈련팀지원 운동용품 구입

15,0001,500,000원*10종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642,000 0 642,000

307 민간이전 642,000 0 642,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42,000 0 642,000

○ 땅끝공룡기 전국축구페스티벌 개최

40,000

○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95,000

○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90,000

○ 제30회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및 제9회

땅끝공룡기 전국여자배구대회 60,000

○ 땅끝공룡기 전국배구 스토브리그

30,000

○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개최

12,000

○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0,000

○ 전국 동계실업검도대회 25,000

○ 제10회 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개최

8,000

○ 땅끝전국마라톤대회 개최 40,000

○ 제9회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16,000

○ 땅끝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8,000

○ 제1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78,000

○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50,000

○ 전국스포츠댄스 해남대회 30,000

40,000,000원*1식

95,000,000원*1식

90,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6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8,000,000원*1식

78,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스토브리그 90,000 0 90,000

307 민간이전 90,000 0 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0 90,000

○ 스토브리그 개최 90,00090,000,000원*1식

중등축구 연맹전 1,2학년 대회 290,000 0 290,000

307 민간이전 290,000 0 2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00 0 290,000

○ 중등축구 연맹전 1,2학년 대회

290,000290,000,000원*1식

국회의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100,000 0 100,000

307 민간이전 100,000 0 10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0 100,000

○ 국회의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100,00010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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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120,000 0 120,000

307 민간이전 120,000 0 1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0 120,000

○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120,000120,000,000원*1식

전국 대학 1,2학년 축구대회 295,000 0 295,000

307 민간이전 295,000 0 29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95,000 0 295,000

○ 전국 대학 1,2학년 축구대회

295,000295,000,000원*1식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190,000 0 190,000

307 민간이전 190,000 0 1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90,000 0 190,000

○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190,000190,000,000원*1식

전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130,000 0 130,000

307 민간이전 130,000 0 13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0 0 130,000

○ 전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130,000130,000,000원*1식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118,000 0 118,000

307 민간이전 118,000 0 118,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8,000 0 118,000

○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40,000

○ 전라남도협회장기 합기도 대회

13,000

○ 제56회 땅끝공룡기 궁도대회

5,000

○ 제34회 전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30,000

○ 전라남도 동호인 볼링대회

30,000

4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땅끝배(군수기) 대회 개최 지원 90,000 0 90,000

307 민간이전 90,000 0 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0 90,000

○ 제23회 땅끝배 축구대회 8,000

○ 직장대항 축구대회 6,000

○ 제17회 땅끝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0,000

○ 제10회 땅끝배 영호남 생활체육 족구대회

7,000

○ 제24회 땅끝배 태권도 품새겨루기대회

8,000

8,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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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국기원 승단대회 3,000

○ 제42회 땅끝배 직장인 배구대회

5,000

○ 제23회 땅끝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

회 8,000

○ 제3회 땅끝배 그라운드골프대회

7,000

○ 제16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0,000

○ 제24회 땅끝배 게이트볼대회

6,000

○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 5,000

○ 땅끝배 골프대회 7,000

3,000,000원*1식

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7,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7,000,000원*1식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080,289 1,066,289 14,000

201 일반운영비 32,200 31,200 1,000

01 사무관리비 27,200 27,200 0

○ 운동복 구입 16,000

○ 운동장비 구입 10,000

― 펜싱, 육상 종목(소모성 운동장비 구입)

10,000

○ 침구류 세탁 1,200

500,000원*16명*2회

10,000,000원*1식

50,000원*2개팀*12월

02 공공운영비 5,000 4,000 1,000

○ 실업연맹 연회비(육상,펜싱)

5,0002,500,000원*2개팀*1회

301 일반보상금 1,048,089 1,035,089 13,00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048,089 1,035,089 13,000

○ 급여(연봉) 653,000

― 감독 130,000

．A급 130,000

― 코치 45,000

．B급 45,000

― 선수 478,000

．특급 65,000

．A급 168,000

．B급 245,000

○ 퇴직금 35,000

○ 선수계약금 90,000

○ 훈련비 30,000

○ 전국대회 출전비 39,900

○ 숙소 운영비 48,000

○ 전지훈련비 45,600

○ 우수선수 육성비(특별수당)

33,600

65,000,000원*2명

45,000,000원*1명

65,000,000원*1명

42,000,000원*4명

35,000,000원*7명

35,000,000원*1식

45,000,000원*2개팀

3,000,000원*2개팀*5회

76,000원*15명*5일*7회

2,000,000원*2개팀*12월

76,000원*15명*20일*2회

300,000원*16명*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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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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격려금 8,000

○ 지도자 특별수당 10,800

○ 운동선수 4대보험 부담금 54,189

― 건강보험 13,969

― 국민연금 26,228

― 고용보험 8,745

― 산재보험 5,247

50,000원*16명*10회

300,000원*3명*12월

155,207원*15명*12월*50%

291,420원*15명*12월*50%

728,750원*12월

583,000,000원*0.9%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34,040 128,040 6,000

기 67,020

군 67,020

307 민간이전 134,040 128,040 6,000

기 67,020

군 67,0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4,040 128,040 6,000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34,0402,234,000원*5명*12월

기 67,020

군 67,02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34,040 128,040 6,000

기 67,020

군 67,020

307 민간이전 134,040 128,040 6,000

기 67,020

군 67,02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4,040 128,040 6,000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34,0402,234,000원*5명*12월

기 67,020

군 67,02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6,808 26,810 △2

기 13,404

군 13,404

307 민간이전 26,808 26,810 △2

기 13,404

군 13,404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6,808 26,810 △2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6,80826,808,000원*1식

기 13,404

군 13,404

장애인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8,200 4,680 3,520

201 일반운영비 5,000 3,000 2,000

01 사무관리비 5,000 3,000 2,000

○ 장애인체육 종목별 재료구입

5,0005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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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일반보상금 3,200 1,680 1,520

12 기타보상금 3,200 1,680 1,52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2,40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20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600

200,000원*1명*12월

200,000원*1명

300,000원*1명*2회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자체) 37,000 20,400 16,600

201 일반운영비 5,000 3,600 1,400

01 사무관리비 5,000 3,600 1,400

○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

5,000500,000원*10명

301 일반보상금 32,000 16,800 15,200

12 기타보상금 32,000 16,800 15,200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24,000

○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2,000

○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6,000

200,000원*10명*12월

200,000원*10명

300,000원*10명*2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2,642 52,642 0

기 36,850

도 4,737

군 11,055

307 민간이전 52,642 52,642 0

기 36,850

도 4,737

군 11,055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2,642 52,642 0

○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52,64252,642,000원*1식

기 36,850

도 4,737

군 11,055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0 20,000

○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0,00020,000,000원*1식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4,493,652 2,407,207 2,086,445

균 875,000

군 3,618,652

지방체육시설 지원 2,430,000 800,000 1,630,000

균 875,000

군 1,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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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지방체육시설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사

업)

480,000 800,000 △320,000

균 300,000

군 1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0,000 800,000 △320,000

균 300,000

군 180,000

01 시설비 480,000 795,000 △315,000

○ 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

480,000480,000,000원*1면

균 300,000

군 180,0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해남 야구장 건립 공사 700,000 0 700,000

균 200,000

군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0 700,000

균 200,000

군 500,000

01 시설비 698,000 0 698,000

○ 해남 야구장 건립 698,000698,000,000원*1식

균 199,400

군 498,6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해남 야구장 건립 2,0002,000,000원*1식

균 600

군 1,4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400,000 0 400,000

균 120,000

군 2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0 400,000

균 120,000

군 280,000

01 시설비 398,000 0 398,000

○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398,000398,000,000원*1동

균 119,400

군 278,6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2,0002,000,000원*1식

균 600

군 1,4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화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500,000 0 500,000

균 150,000

군 3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균 150,000

군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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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지방체육시설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498,000 0 498,000

○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498,000498,000,000원*1식

균 149,400

군 348,6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2,0002,000,000원*1식

균 600

군 1,400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350,000 0 350,000

균 105,000

군 2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 0 350,000

균 105,000

군 245,000

01 시설비 350,000 0 350,000

○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350,000350,000,000원*1식

균 105,000

군 245,00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751,000 385,000 366,0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751,000 385,000 36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1,000 385,000 366,000

01 시설비 751,000 385,000 366,000

○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정비공사

360,000

○ 군민 체력 증진시설 설치공사

210,000

○ 삼산천 전지훈련 및 주민건강로 조성공사

10,000

○ 해남 남외 운동기구 설치 10,000

○ 삼산 농암 운동기구 설치 7,000

○ 삼산 충리 운동기구 설치 7,000

○ 삼산 원진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산 월호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산 시목 운동기구 설치 7,000

○ 현산 송촌 운동기구 설치 7,000

○ 현산 읍호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현안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동현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어란(목넘)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소죽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치소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송종 운동기구 설치 7,000

30,000,000원*12개소

30,000,000원*7개소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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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 화당 운동기구 설치 7,000

○ 옥천 이목 운동기구 설치 7,000

○ 계곡 태인 운동기구 설치 7,000

○ 마산 상등(덕정) 운동기구 설치

7,000

○ 마산 외호 운동기구 설치 7,000

○ 황산 만년 운동기구 설치 7,000

○ 문내 공영 운동기구 설치 7,000

○ 문내 목삼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원 질마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원 초동 운동기구 설치 7,000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7,000,000원*1식

체육시설 유지 관리 1,312,652 1,222,207 90,445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1,312,652 1,222,207 90,445

101 인건비 142,642 131,480 11,162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960 29,460 1,500

○ 수영장근무자 급량비(강사,안전,안내,보일러

) 24,960

○ 우슬국민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안내,청소)

2,400

○ 수영장근무자 피복비(강사,안전요원,보일러)

2,400

○ 체육시설관리 청원경찰 피복비

400

○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 피복비

800

8,000원*10인*1식*26일*12월

200,000원*6인*2회

200,000원*6인*2회

200,000원*1명*2회

200,000원*2명*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682 102,020 9,662

○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30,800

○ 해남광장 환경정비 10,010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17,28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25,872

○ 각종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27,720

77,000원*5인*80일

77,000원*1인*130일

160,000원*6인*6일*3회

77,000원*8인*7일*6회

77,000원*4인*6일*15회

201 일반운영비 1,115,530 1,064,247 51,283

01 사무관리비 170,094 70,610 99,484

○ 금강골 쉼터부지 임대료 1,500

○ 금강골 체련공원 부지 임대료

500

○ 수영장 탈의실 소모품 구입

1,680

○ 수영장 청소용 소모품 구입

4,200

○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구입(방향제,화장지)

14,400

1,500,000원*1회

500,000원*1회

35,000원*2종*2개소*12월

50,000원*7종*12월

30,000원*40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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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건물등기수수료 1,200

○ 수영장 시설관리 용품구입

1,100

○ 수영장 회원관리용 소모품 구입

1,320

○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9,450

○ 우슬체육공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7,200

○ 우슬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28,224

○ 우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안전점검 대행

1,200

○ 체육시설 관리용 소규모 임차료(운반차,굴착

기등) 6,400

― 천연잔디복토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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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슬 및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20,000

○ 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8,000

○ 체육시설 소방방화관리 대행

18,480

○ 다목적생활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우슬동백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우슬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800

○ 금강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440

○ 체육시설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0

○ 우슬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용역

14,400

○ 수영장 물교체 청소용역 5,000

400,000원*3동

220,000원*5종*1회

55,000원*4종*6회

1,050원*30매*25일*12월

150,000원*4개소*12월

392,000원*6개소*12월

100,000원*12월

500,000원*4회

550,000원*8회

300,000원*12월

30,000원*3대*12월

320,000원*12회

980,000원*6월

45,000원*8대*12월

5,000,000원*4회

1,600,000원*5개소*1회

140,000원*11개소*12월

120,000원*12월

120,000원*12월

150,000원*12월

120,000원*12월

250,000원*4개소

9,000원*800톤*2회

2,5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945,436 993,637 △48,201

○ 우슬체육공원 수목보호 관리 20,100

― 수형조절 11,100

― 병충해 종합방제 4,000

37,000원*300주

1,000원*4,000리터

- 12 -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관주사 및 영양제 공급

5,000

○ 우슬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

144,000

○ 체육시설 소방안전 협회비 200

○ 체육시설 예취용 유류 구입

2,898

○ 수영장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1,128

○ 우슬체육관 유지관리 8,000

○ 체육시설 소방설비 유지관리

11,000

○ 소방내연기관 및 발전기 유지관리

12,100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안정기 및 램프교체

20,800

○ 체육관 안정기 및 램프교체

24,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안정기 및 램프교체

16,000

○ 우슬체육공원 전등 보수 5,000

○ 수영장 노후 전등 보수 8,000

○ 우슬동백체육관 유지관리 8,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유지관리

8,000

○ 금강체육관 유지관리 6,000

○ 우슬경기장 유지관리 6,000

○ 우슬트레이닝센터 유지관리

6,000

○ 우슬정구장 유지관리 6,000

○ 우슬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유지관리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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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

5,000,000원*1회

12,000,000원*12월

200,000원*1회

1,610원*120리터*3대*5회

1,410원*200리터*2대*2회

8,000,000원*1식

1,000,000원*11개소

1,100,000원*11대*1회

1,300,000원*8개소*2회

2,000,000원*6개소*2회

4,000,000원*4회

500,000원*10개

4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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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원*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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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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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28,000

○ 우슬체육공원 정자, 쉼터 오일스텐

10,000

○ 체육시설 방송장비 유지관리

6,000

○ 체육시설 소방 비상 유도등 교체

2,000

○ 우슬체육관 전기요금(500KW)

72,000

○ 금강체육관 전기요금(35KW) 9,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600KW)(수영장)

216,000

○ 우슬트레이닝장 전기요금(300KW)

36,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전기요금(35KW)(장애인체

육관) 6,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6,000

○ 해남광장 분수대 전기요금 1,200

○ 우슬동백체육관 전기요금(300KW)

48,000

○ 우슬경기장 정문 아치전광판 전기요금

1,800

○ 우슬체육공원 전광판 유지 관리

12,000

○ 미암체육공원음수대 전기요금

600

○ 우슬체육공원 통신요금(펜싱체육관)

1,200

○ 수영장 및 동백체육관 연료구입(LPG)

18,000

○ 소방시설 소방엔진 연료 구입비

1,610

○ 우슬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

8,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유지관리

2,0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청소 및 여

과재 교체 20,000

○ 수영장 배관 밸브교체 3,200

○ 수영장 열회수장치 필터교체 및 청소

6,000

○ 수영장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00

○ 수영장 자동제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8,000

○ 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유지관리

6,000

1,000,000원*14개소*2회

10,000,000원*1식

300,000원*5개소*4회

100,000원*20개

6,000,000원*12월

800,000원*12월

18,000,000원*12월

3,000,000원*12월

500,000원*12월

500,000원*12월

100,000원*12월

4,000,000원*12월

150,000원*12월

1,000,000원*6개소*2회

50,000원*12월

50,000원*2회선*12월

1,200원*5,000리터*3월

1,610원*50리터*10대*2회

8,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원*4개소

3,000,000원*1개소*2회

250,000원*12월

1,500,000원*12월

3,0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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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

1,0001,000원*1,000톤*1개소

206 재료비 22,280 23,480 △1,200

01 재료비 22,280 23,480 △1,200

○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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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포대*12월

39,000원*10통*12월

500,000원*4종

6,000,000원*1회

12,000원*4종*50포*2회

12,000원*5종*20개*2회

405 자산취득비 32,200 3,000 29,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200 3,000 29,200

○ 게이트볼장 냉방기 구입 3,000

○ 그라운드골프장 냉난방기 구입

3,000

○ 우슬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15,000

○ 게이트볼장 선풍기 구입

11,200

1,500,000원*2대

3,000,000원*1대

7,500,000원*2대

200,000원*4대*14개소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1,961,734 1,503,706 458,028

국 37,185

군 1,924,549

군립도서관 운영 333,352 324,758 8,594

국 37,185

군 296,167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 44,500 69,000 △24,500

207 연구개발비 3,500 20,000 △16,500

02 전산개발비 3,500 20,000 △16,500

○ 홈페이지 문화강좌 수강신청 기능 개선

3,5003,500,000원*1종

405 자산취득비 41,000 49,000 △8,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 16,000 △8,000

○ 문화공간 운영물품 및 장애인 기구 구입

5,000

○ 문화강좌용 이동식 프로젝터 구입

3,000

5,000,000원*1식

3,000,000원*1대

02 도서구입비 33,000 33,000 0

○ 도서관 자료 구입(일반서, 장애인, 다문화자

료, 전자책 등) 30,000

○ 문화컨텐츠 구입(DVD 등) 3,000

30,000,000원*1식

25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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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관리 68,250 52,950 15,300

101 인건비 6,700 6,100 6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00 6,100 600

○ 도서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6,70067,000원*1인*10일*10회

201 일반운영비 61,550 46,850 14,700

01 사무관리비 39,900 28,800 11,100

○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50종)

6,000

○ 도서관 및 문화의집 환경정비

7,50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1,400

○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자료선정위원회

840

○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구입 1,500

○ 도서관 전산소모품 (토너 등)구입

1,000

○ 다예체험실 이용자용 재료(차) 구입

500

○ 도서정리 업무추진 급량비

4,800

○ 도서정리용품(라벨, 바코드등)

960

○ 도서관 및 문화의집 집기 수선비

2,000

○ DVD감상실 소모품 구입 1,200

○ 도서관 야간근로자 간식비

3,600

○ 독서동아리 활동 교재 및 운영물품 구입

2,000

○ 전자정보신문 구독료 3,000

○ 문화행사 홍보용 컬러복사기 임차료

3,600

500,000원*12월

1,500,000원*5실

70,000원*10인*2회

70,000원*4인*3회

300,000원*5회

250,000원*4회

250,000원*2회

8,000원*5인*10일*12월

320원*3,000개

500,000원*4회

60,000원*20개

4,000원*3인*25일*12월

20,000원*10권*10회

300,000원*10종*1년

3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21,650 18,050 3,600

○ 도서관 각종 협회비 600

○ 한국문화의집 협회비 1,000

○ 도서관 및 공연안내 문자서비스 사용료

4,800

○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 4,200

○ 도서관리(KOLAS)프로그램 유지보수

3,600

○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

○ 개인정보DB암호화 시스템 유지보수

3,600

200,000원*3종

1,000,000원*1회

400,000원*12월

350,000원*12월

300,000원*12월

200,000원*6월

300,000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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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도서관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2,100

○ 도서관 본인인증시스템 휴대폰 인증 사용료

550

700,000원*3종

550,000원*1년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 146,230 132,130 14,100

201 일반운영비 132,730 118,630 14,100

01 사무관리비 4,140 4,140 0

○ 제27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

840

○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 제작 3,300

70,000원*4인*3일

5,500원*600개

03 행사운영비 128,590 114,490 14,100

○ 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1,000

○ 문화프로그램 운영교재 및 재료구입

2,000

○ 문화프로그램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4,000

○ 창작발표회 행사홍보물제작 및 출연자 소품

임차 2,100

○ 문화강좌수강생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강사료

2,500

○ 독서교실 지도강사료

1,200

○ 여름,겨울 독서교실 재료구입

3,000

○ 독서의 달 홍보물 및 행사경비

4,000

○ 제55회 도서관 주간행사비 2,000

○ 제55회 도서관 주간행사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1,500

○ 제55회 도서관주간행사 안내 현수막 제작

600

○ 읽은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

7,800

○ 평생교육프로그램 지도강사료

36,000

○ 문화프로그램(취미,오락) 지도강사료

28,800

○ 문화학교 운영 지도 강사료

12,000

○ 도서관 모범이용자 상패제작 1,350

○ 제27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홍보물 제작

2,000

○ 제27회 해남군 독서왕선발대회 상패 제작

2,640

○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도서구입

9,100

1,000,000원*1식

500,000원*4회

1,000,000원*4회

2,100,000원*1회

100,000원*25인

50,000원*3시간*4일*2회

1,500,000원*2회

4,000,000원*1식

2,000,000원*1식

1,500,000원*1식

60,000원*10개

13,000원*300권*2회

50,000원*4시간*15종*12월

50,000원*4시간*12종*12월

50,000원*4시간*5종*12월

150,000원*9개

2,000,000원*1식

120,000원*22개

13,000원*7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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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군립도서관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올해의 책 함께 읽기 홍보비 및 행사경비

2,000

○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북콘서트 강사료

3,000

2,000,000원*1회

3,000,000원*1회

301 일반보상금 13,500 13,5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13,500 13,500 0

○ 도서관 음악회 출연료 12,000

○ 도서관 행사 참가자 식비보상

1,500

12,000,000원*1회

300,000원*5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 74,372 70,678 3,694

국 37,185

군 37,187

101 인건비 74,372 67,078 7,294

국 37,185

군 37,187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791 0 24,791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인건비

20,9421,745,150원*1인*12월

국 10,471

군 10,471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퇴직금

1,7461,745,150원*1인

국 873

군 873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대보험료 및 제

경비 2,1032,102,652원*1식

국 1,051

군 1,052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581 67,078 △17,497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인건비

41,8841,745,150원*2인*12월

국 20,942

군 20,942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 퇴직금

3,4911,745,150원*2인

국 1,745

군 1,746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대보험료 및 제

경비 4,2064,205,304원*1식

국 2,103

군 2,103

문화예술진흥 463,220 403,960 59,260

기획 공연 및 전시 행사 지원 426,220 355,460 70,760

201 일반운영비 80,620 59,860 20,760

01 사무관리비 4,920 4,920 0

○ 문화공연 근무급식비 1,9208,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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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02 공공운영비 4,000 3,000 1,000

○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3,000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호남제주지회 회비

1,000

3,000,000원*1회

1,000,000원*1회

03 행사운영비 71,700 51,940 19,760

○ 공연 및 전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15,300

○ 공연 홍보 포스터 제작 4,500

○ 우수 공연 리플릿 제작 및 광고비

7,200

○ 공연 홍보용 봉투 제작 1,200

○ 공연 및 행사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500

○ 공연(문화축제 등) 장비 임차료

20,000

○ 비상설상영관 영사장비 임차료

11,000

○ 공연 홍보용 거리배너 제작

12,000

60,000원*17개*15회

1,000원*300매*15회

1,200,000원*6회

1,200,000원*1회

100,000원*5회

20,000,000원*1식

2,200,000원*5월

25,000원*40개*12회

301 일반보상금 343,600 295,600 48,000

09 행사실비보상금 343,600 295,600 48,000

○ 우수영화 상영료 20,000

○ 비상설상영관 영화배급료 48,000

○ 우수공연·전시 출연료 90,000

○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150,000

○ 공연(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등) 및 행사 출

연료 30,000

○ 공연 및 행사 출연자 식비 보상

5,600

5,000,000원*4회

4,000,000원*12월

15,000,000원*6회

25,000,000원*6회

5,000,000원*6단체

8,000원*100인*7회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0 2,000

○ 공연관람권 발권기 등 구입

2,0002,000,000원*1대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37,000 48,500 △11,500

301 일반보상금 37,000 48,500 △11,50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37,000 48,500 △11,500

○ 군립합창단 전형심사위원 수당

700

○ 군립합창단 군단위 공연 및 행사 참가 식비

1,120

70,000원*5인*2회

8,000원*70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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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임차

7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식비

3,36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숙박비

1,600

○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차량 임차

70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참가수당

8,400

○ 성인합창단 연습 활동 간식비

2,4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750

○ 군립합창단 반주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

600

○ 성인합창단 공연단원 개인용품비

6,400

○ 군립합창단 지휘자 지도수당

3,600

○ 군립합창단 반주자 지도수당

2,250

○ 군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필요용품 구입

1,000

○ 군립합창단 행사참가에 따른 여행자보험가입

42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공연용품 임차

2,000

○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홍보물 제작

1,000

700,000원*1회

8,000원*3식*70인*2일

40,000원*20실*2일

700,000원*1회

7,000원*40인*30회

2,000원*40인*30회

150,000원*1인*5회

120,000원*1인*5회

40,000원*40인*4회

80,000원*1인*45회

50,000원*1인*45회

1,000,000원*1회

2,000원*70인*3일

2,000,000원*1회

1,000,000원*1회

문화시설 유지 관리 1,165,162 774,988 390,174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906,317 626,169 280,148

201 일반운영비 387,222 351,916 35,306

01 사무관리비 117,702 58,970 58,732

○ 청사관리 화장지 및 청소용 소모품 구입

12,000

○ 공연업무 종사자 급식비

1,920

○ 주차장 및 청사관리 근무자 피복비

1,000

○ 대공연장 근무자 피복비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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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12회

8,000원*5인*4회*12월

200,000원*5인

200,000원*4인

150,000원*8개

200,000원*12월

400,000원*12월

3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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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회관 당직비 13,050

― 문화예술회관 숙직비 8,850

― 문화예술회관 일직비 4,200

○ 승강기 용역 및 수수료 6,000

○ 무인경비 용역료 4,200

○ 소방설비 방화관리 용역 9,840

○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10,000

○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15,000

○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 840

○ 도시가스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300

○ 냉동기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400

○ 저수조 청소용역 2,912

○ 정화조 유지관리 용역 2,640

○ 예술회관 종합방제 소독 7,000

○ 예술회관 청소용역(상,하반기)

16,000

○ 신용카드 수수료 1,800

30,000원*1인*295일

60,000원*1인*70일

250,000원*2대*12월

350,000원*12월

820,000원*12회

5,000,000원*2회

3,000원*1,250kw*4회

70,000원*12월

300,000원*1회

400,000원*1회

14,000원*104톤*2회

220,000원*12개월

1,400,000원*5회

8,000,000원*2회

15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269,520 292,946 △23,426

○ 전기,방화,위험물,보일러 안전관리자 협회비

400

○ 도시가스 사용료 40,000

○ 비상 발전기 연료구입

1,692

○ 건축물 유지관리비 36,500

○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2,500

○ 냉동기 세관 및 유지보수 5,000

○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260

○ 정화조 분뇨 수거료 2,000

○ 공조설비 유지관리 1,800

○ 특고압수배전반 유지관리비

6,000

○ 보일러 및 배관 유지관리비

3,000

○ 냉난방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3,000

○ 오수정화조 펌프 유지관리비 1,600

○ 다목적실 음향설비 유지 관리비

2,000

○ 대공연장 음향설비 유지관리비

4,500

○ 예술회관 감시카메라 정기 점검

3,720

400,000원*1회

25원*1,600,000㎥

1,410원*100리터*12월

6,033㎡*6,050원

250,000원*10종

5,000,000원*1회

130,000원*2회

10,000원*100톤*2회

100,000원*18종

3,000,000원*2회

1,000,000원*3대

3,000,000원*1대

800,000원*2대

2,000,000원*1식

4,500,000원*1식

200,000원*62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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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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0

○ 무대시설 수시안전진단 수수료

7,000

○ 무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8,200

○ 무대 조명설비 유지관리

9,800

○ 예술회관 전기설비점검 부적합 사항 보수

16,000

○ 문화예술회관 실내조경 유지관리비

10,800

○ 문화예술회관 공기 정화조 필터 교체

5,544

○ 문화예술회관 소방시설 노후 소화기 교체

660

○ 문화예술회관 정화조 오수펌프교체

8,000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부적합사항 보수

4,0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다목적실 방음문 보

수 19,680

○ 대공연장 천장마이크 활차(구동부) 보수

8,000

○ 대공연장 조명 신호선 보수

7,0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센딩 작업

16,864

○ 문화예술회관 난방용 온수펌프 교체

6,600

○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압축기 교체

10,000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4,800

3,500,000원*24대*15%

7,000,000원*1회

200,000원*41셋트

10,000,000원*14대*7%

4,000,000원*4회

900,000원*12월

33,000원*2종*84개

33,000원*20개

4,000,000원*2대

2,000,000원*2회

240,000원*41개*2면

2,000,000원*4대

1,000,000원*7개소

62,000원*272㎡

6,600,000원*1대

10,000,000원*1대

150,000원*32개

206 재료비 32,520 18,010 14,510

01 재료비 32,520 18,010 14,510

○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660

○ 대공연장 무대조명 램프 구입

5,000

○ 예술회관 소모성 램프 및 자재구입

3,000

○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대공연장, 다목적실)

3,000

○ 보일러 연수기 천일염 구입

360

○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

1,000

55,000원*1kg*12월

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500,000원*2개

1,000원*30kg*12월

50,000원*5kg*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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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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연장 댄스플로어 구입

19,5001,300,000원*15개

401 시설비및부대비 336,575 245,743 90,832

01 시설비 336,575 245,743 90,832

○ 문화예술회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100,000

○ 대공연장 바닥 카펫트 교체

54,000

○ 문화예술회관(1층로비) LED등기구 교체

20,000

○ 문화예술회관(1층로비) 자동문 설치

30,000

○ 문화예술회관 노후 차단기 교체

19,500

○ 문화예술회관 외벽 실리콘 보수

20,000

○ 문화예술회관 냉방시스템 냉각탑 교체

40,075

○ 문화예술회관 옥상물탱크 교체

23,000

○ 대공연장 무대기계 전동기 교체

30,000

1,250,000원*80kw

45,000원*1,200㎡

200,000원*100개

10,000,000원*3개소

150,000원*130개

8,000원*2,500M

114,500원*350RT

1,150,000원*10톤*2개

15,000,000원*2대

405 자산취득비 150,000 10,500 139,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10,500 139,500

○ 문화예술회관 영사기 구입

150,000150,000,000원*1대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258,845 148,819 110,026

101 인건비 25,256 20,160 5,09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256 20,160 5,096

○ 일시사역 인부임 25,256

― 군민광장 관리인부임

22,176

― 화장실 청소 대체인부임

3,080

77,000원*2인*12일*12월

77,000원*2인*20일

201 일반운영비 102,199 78,659 23,540

01 사무관리비 12,120 10,320 1,800

○ 주차장 시간외 야간 근무자 급량비

5,840

○ 탁구장 소모품 구입 720

○ 헬스장 소모품 구입 960

○ 무료개방 플래카드 설치

600

○ 지하주차장 시설관리 용품 구입

1,100

8,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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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헬스장 및 댄스연습실 공기청정기 임대

1,800

220,000원*5종*1회

50,000원*3대*12월

02 공공운영비 90,079 68,339 21,740

○ 헬스장 유지 관리비 3,600

○ 광장가로등 및 공원 유지비

3,000

○ 군민광장 수목관리 유지보수

18,000

○ 군민광장 정자 및 의자 도색

5,000

○ 군민광장 화단 스프링쿨러 설치

3,000

○ 군민광장 안개분수 오일교체 및 노즐청소

2,040

○ 군민광장 편익 시설물 유지보수

2,400

○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8,859

○ 주차장 공기순환팬 유지관리

4,800

○ 주차장 배수펌프 유지관리

6,300

○ 주차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5,000

○ 주차장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15,080

○ 주차장 배관 보온재 교체 5,000

○ 주차장 배수펌프 센서 교체

5,000

○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임시전기시설 설치

3,000

300,000원*12월

3,000,000원*1식

1,500,000원*12월

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30,000원*68개

2,400,000원*1회

88,585,200원*10%

400,000원*40대*30%

3,500,000원*18대*10%

5,000,000원*1식

7,789㎡*6,050원*32%

5,000,000원*1식

125,000원*4개*10개소

3,000,000원*1식

206 재료비 2,390 0 2,390

01 재료비 2,390 0 2,390

○ 지하주차장 방수형 화재감지기 구입

1,400

○ 분수대 소독약 구입 990

70,000원*20개

33,000원*10㎏*3통

401 시설비및부대비 129,000 50,000 79,000

01 시설비 129,000 50,000 79,000

○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공사 16,000

○ 지하주차장 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20,000

○ 군민광장 LED보안등 교체

10,000

○ 군민광장 배드민턴장 우레탄포장

83,000

40,000원*400M

10,000,000원*2개소

2,000,000원*5개소

83,000원*1,000㎡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99,376 85,216 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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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99,376 85,216 14,160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21,280 21,280 0

201 일반운영비 17,000 17,000 0

01 사무관리비 17,000 17,000 0

○ 부서운영비(총액) 17,00017,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280 4,280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0 680 0

○ 문예체육진흥사업소(정원17인)

68040,000원*17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7인)

3,600300,000원*12월

기본경비(스포츠마케팅팀) 18,624 15,360 3,264

201 일반운영비 8,064 6,912 1,152

01 사무관리비 8,064 6,912 1,152

○ 스포츠마케팅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0,560 8,448 2,112

01 국내여비 10,560 8,448 2,112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기본경비(체육시설팀) 15,792 14,208 1,584

201 일반운영비 6,912 5,760 1,152

01 사무관리비 6,912 5,760 1,152

○ 체육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6,9126,912,000원

202 여비 8,880 8,448 432

01 국내여비 8,880 8,448 432

○ 기본 국내여비 8,8808,88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운영팀) 23,904 16,704 7,200

201 일반운영비 8,064 6,912 1,152

01 사무관리비 8,064 6,912 1,152

○ 문화시설운영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5,840 9,792 6,048

01 국내여비 15,840 9,792 6,048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문화시설관리팀) 19,776 17,664 2,112

201 일반운영비 9,216 9,216 0

01 사무관리비 9,216 9,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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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 기본경비(문예체육진흥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화시설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9,2169,216,000원

202 여비 10,560 8,448 2,112

01 국내여비 10,560 8,448 2,112

○ 기본 국내여비 10,56010,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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