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스포츠사업단

스포츠사업단 9,635,857 18,127,268 △8,491,411

균 840,000

기 462,416

도 7,430

군 8,326,011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4,155,429 3,844,550 310,879

기 262,416

도 7,430

군 3,885,583

체육진흥 2,296,229 2,074,270 221,959

기 262,416

도 7,430

군 2,026,383

체육진흥 391,480 260,180 131,300

101 인건비 1,000 800 2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0 800 20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000200,000원*5명

201 일반운영비 36,380 41,180 △4,800

01 사무관리비 32,280 37,080 △4,800

○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000

○ 당직실 침구 구입 800

○ 우슬국민체육센터 당직비 28,800

○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0

200,000원*5명

100,000원*2종*4회

60,000원*480일

70,000원*8명*3회

02 공공운영비 4,100 4,100 0

○ 행정차량 유지관리 4,100

―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30

― 화물자동차 보험료 600

― 화물자동차 검사 수수료 40

― 화물자동차 유류대 2,430

―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 1,000

30,000원*1대

600,000원*1대

40,000원*1대

1,350원*150리터*12월

1,000,000원*1대

203 업무추진비 5,000 2,000 3,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2,000 3,000

○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5,0005,000,000원

307 민간이전 347,600 216,200 131,4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2,700 32,200 80,500

○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10,000

○ 땅끝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40,000

○ 시군 장애인체육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5,000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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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기아 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날 행사

10,000

○ 군민건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7,700

10,000,000원*1식

47,700,000원*1식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36,900 109,000 27,900

○ 체육회 운영비 50,000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0

○ 체육회 사무차장 활동비 10,800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000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100

50,000,000원*1식

2,500,000원*12월

900,000원*12월

20,000,000원*1식

2,175,000원*12월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8,000 75,000 23,000

○ 동호인대회 운영지원 20,000

○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5,000

○ 장애인협회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출전

8,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5,000

○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0

○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0

○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20,000

○ 장애인 어울림 등산대회 10,000

2,000,000원*10종목

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500,000원*10팀

4,000,000원*5종목

10,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1,500 0 1,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0 1,500

○ 생활체육지도 의자구입 1,500150,000원*10개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278,409 1,219,849 58,560

201 일반운영비 110,900 52,340 58,560

01 사무관리비 73,580 38,980 34,600

○ 각종 대회 입상 홍보현수막

2,400

○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임차 9,600

○ 직장운동부 숙소 정수기 관리

480

○ 직장운동부 승합자동차 하이패스 충전

500

○ 운동복 구입 16,000

○ 운동장비 구입 35,000

― 재활 및 훈련보조 용품구입

10,000

― 펜싱 소모성 용품구입 25,000

○ 침구류 세탁 9,600

120,000원*2개소*10회

800,000원*12월

40,000원*1대*12월

500,000원*1회

500,000원*16명*2회

1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50,000원*16명*12월

02 공공운영비 37,320 13,360 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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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실업연맹 연회비(육상,펜싱)

5,000

○ 펜싱장비 수리비 1,400

○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유지관리 6,960

―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70

― 승합자동차 보험료 1,300

― 승합자동차 검사 수수료 40

― 승합자동차 유류대 4,050

―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 1,500

○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 운영 23,960

― 생활관 전기요금 6,000

― 생활관 연료구입(LPG)

12,960

― 생활관 유지관리 5,000

2,500,000원*2개팀*1회

140,000원*10조

70,000원*1대

1,300,000원*1대

40,000원*1대

1,350원*250리터*12월

1,500,000원*1대

500,000원*12월

1,200원*900리터*12월

5,000,000원*1식

301 일반보전금 1,167,509 1,167,509 0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167,509 1,167,509 0

○ 급여(연봉) 710,000

― 감독 130,000

．A급 130,000

― 코치 105,000

．A급 105,000

― 선수 475,000

．특급 50,000

．A급 180,000

．B급 245,000

○ 퇴직금 60,000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교육 여비

1,920

○ 선수계약금 90,000

○ 훈련비 88,320

○ 전국대회 출전비 51,200

○ 전지훈련비 51,200

○ 우수선수 육성비(특별수당)

33,600

○ 지도자 특별수당 14,400

○ 각종대회 출전 격려금 10,000

― 지도자 4,000

― 선수 6,000

○ 운동선수 4대보험 부담금 56,869

― 건강보험 14,900

― 국민연금 27,977

― 고용보험 8,745

― 산재보험 5,247

65,000,000원*2명

52,500,000원*2명

50,000,000원*1명

45,000,000원*4명

35,000,000원*7명

60,000,000원*1식

80,000원*4명*2일*3회

45,000,000원*2개팀

23,000원*20일*16명*12월

80,000원*16명*5일*8회

80,000원*16명*20일*2회

300,000원*16명*7회

300,000원*4명*12월

100,000원*4명*10회

50,000원*12명*10회

155,207원*16명*12월*50%

291,420원*16명*12월*50%

728,750원*12월

583,000,000원*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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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75,392 173,808 1,584

기 87,696

군 87,696

307 민간이전 175,392 173,808 1,584

기 87,696

군 87,696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5,392 173,808 1,584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75,3922,436,000원*6명*12월

기 87,696

군 87,69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75,392 173,808 1,584

기 87,696

군 87,696

307 민간이전 175,392 173,808 1,584

기 87,696

군 87,696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5,392 173,808 1,584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75,3922,436,000원*6명*12월

기 87,696

군 87,696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자체) 55,790 50,953 4,837

101 인건비 4,190 4,153 37

01 보수 4,190 4,153 37

○ 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비

4,1902,436,000원*12명*86%/30*5일

201 일반운영비 6,000 6,000 0

01 사무관리비 6,000 6,000 0

○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

6,000500,000원*12명

301 일반보전금 45,600 40,800 4,800

12 기타보상금 45,600 40,800 4,800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28,800

○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4,800

○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12,000

200,000원*12명*12월

200,000원*12명*2회

500,000원*12명*2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58,464 57,936 528

기 29,232

군 29,232

307 민간이전 58,464 57,936 528

기 29,232

군 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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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8,464 57,936 528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58,4642,436,000원*2명*12월

기 29,232

군 29,232

장애인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13,299 12,493 806

101 인건비 699 693 6

01 보수 699 693 6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비

6992,436,000원*2명*86%/30*5일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0

○ 장애인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

5,000500,000원*10종목

301 일반보전금 7,600 6,800 800

12 기타보상금 7,600 6,800 80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4,80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800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2,000

200,000원*2명*12월

200,000원*2명*2회

500,000원*2명*2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76,800 57,547 19,253

기 53,760

도 6,912

군 16,128

307 민간이전 76,800 57,547 19,253

기 53,760

도 6,912

군 16,128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6,800 57,547 19,253

○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76,80076,800,000원*1식

기 53,760

도 6,912

군 16,128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760 5,760 0

기 4,032

도 518

군 1,210

307 민간이전 5,760 5,760 0

기 4,032

도 518

군 1,21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760 5,7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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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체육진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7605,760,000원*1식

기 4,032

도 518

군 1,210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17,943 14,436 3,507

301 일반보전금 1,000 0 1,000

12 기타보상금 1,000 0 1,000

○ 체육청년 사회 첫 걸음 지원사업 사무원 명

절상여금 1,000500,000원*1명*2회

307 민간이전 16,943 14,436 2,5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6,943 14,436 2,507

○ 체육청년 사회 첫 걸음 지원사업

15,639

○ 체육청년 사회 첫 걸음 지원사업 종사자 퇴

직금 1,304

1,303,250원*1명*12월

1,304,000원*1명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47,500 47,500 0

307 민간이전 47,500 47,5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7,500 47,500 0

○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47,50047,500,000원*1식

스포츠마케팅 1,859,200 1,770,280 88,920

체육대회지원 755,200 714,280 40,920

101 인건비 7,900 8,300 △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00 7,900 0

○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7,90079,000원*2명*10일*5회

201 일반운영비 323,460 313,860 9,600

01 사무관리비 185,000 175,400 9,600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10,000

○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운영 용품 구입

10,000

○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임차

7,000

○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0

○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45,000

○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0

○ 전지훈련 및 대회개최 홍보

18,000

2,500,000원*2종*2회

400,000원*25개대회

500,000원*14개대회

15,000,000원*1식

250,000원*2대*90일

1,000,000원*5회

1,500,000원*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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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동계 전지훈련 재활캠프 운영

20,000

○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0

○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 지원

35,000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02 공공운영비 8,460 8,460 0

○ 대회 및 전지훈련용 난방유 구입(실내등유)

8,460900원*47리터*5대*40회

03 행사운영비 130,000 130,000 0

○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130,000130,000,000원*1식

202 여비 3,840 9,120 △5,280

01 국내여비 3,840 9,120 △5,280

○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3,84080,000원*3명*2일*8회

307 민간이전 392,000 350,000 42,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92,000 350,000 42,000

○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0

○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0

○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

○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

○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8,000

○ 전국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000

○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0

○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210,000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80,000

○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0

○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5,000

○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4,000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000,000원*1식

1,000,000원*3종목

210,000,000원*1식

8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4,000,000원*1식

405 자산취득비 28,000 33,000 △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0 33,000 △5,000

○ 대회 및 전지훈련지원 용품 구입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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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전지훈련팀 운동용품 구입

20,000

― 전지훈련팀 편의시설 용품 구입(세탁실)

8,000

20,000,000원*1식

1,600,000원*5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176,000 381,000 △205,000

307 민간이전 176,000 381,000 △20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76,000 381,000 △205,000

○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 페스티벌

50,000

○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

30,000

○ 전국 실업검도대회 30,000

○ 전국 근대5종 학생대회 40,000

○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18,000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8,000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120,000 115,000 5,000

307 민간이전 120,000 115,000 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115,000 5,000

○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120,000120,000,000원*1식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130,000 120,000 10,000

307 민간이전 130,000 120,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0 120,000 10,000

○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대회

130,000130,000,000원*1식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30,000 120,000 10,000

307 민간이전 130,000 120,000 1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0 120,000 10,000

○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30,000130,000,000원*1식

전국 태권도 대회 180,000 180,000 0

307 민간이전 180,000 180,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0 180,000 0

○ 전국 태권도대회 180,000180,000,000원*1식

관내(군) 대회 개최 지원 8,000 8,000 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 8,000 0

○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08,000,000원*1식

스토브리그 90,000 90,000 0

307 민간이전 90,000 9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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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단위: 스포츠마케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90,000 0

○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 90,00090,000,000원*1식

해남 땅끝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 150,000 0 150,000

307 민간이전 150,000 0 15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0 150,000

○ 땅끝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150,000150,000,000원*1식

해남장사 씨름대회 120,000 0 120,000

307 민간이전 120,000 0 1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0 120,000

○ 해남장사씨름대회 120,000120,000,000원*1식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5,434,500 14,229,914 △8,795,414

균 840,000

기 200,000

군 4,394,500

지방체육시설 지원 3,400,000 8,330,000 △4,930,000

균 840,000

기 200,000

군 2,360,000

제2스포츠타운 조성 1,000,000 0 1,000,000

균 300,000

군 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균 300,000

군 7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1,000,0001,000,000,000원*1식

균 300,000

군 700,000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1,800,000 0 1,800,000

균 540,000

군 1,2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00,000 0 1,800,000

균 540,000

군 1,260,000

01 시설비 1,800,000 0 1,800,000

○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1,800,0001,800,000,000원*1식

균 540,000

군 1,260,000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600,000 0 600,000

기 200,000

군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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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지방체육시설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 0 600,000

기 200,000

군 400,000

01 시설비 600,000 0 600,000

○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600,000600,000,000원*1식

기 200,000

군 400,000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85,000 4,533,000 △3,948,000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585,000 4,533,000 △3,948,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200,000 △100,000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000 200,000 △100,000

○ 서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00,00010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485,000 4,333,000 △3,848,000

01 시설비 485,000 4,333,000 △3,848,000

○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80,000

○ 우슬체육공원 계단 비가림시설 설치

50,000

○ 해남 내사 운동기구 설치 7,000

○ 삼산 시등 운동기구 설치 7,000

○ 삼산 계동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산 평발 운동기구 설치 7,000

○ 현산 시등 운동기구 설치 7,000

○ 현산 조산 운동기구 설치 7,000

○ 송지 내장 운동기구 설치 7,000

○ 북평 동촌 운동기구 설치 7,000

○ 북일 용산 운동기구 설치 7,000

○ 옥천 탑동 운동기구 설치 7,000

○ 옥천 다산 운동기구 설치 7,000

○ 계곡 마고 운동기구 설치 7,000

○ 계곡 월신 운동기구 설치 7,000

○ 마산 용전 운동기구 설치 7,000

○ 마산 학의 운동기구 설치 5,000

○ 황산 신곡 운동기구 설치 7,000

○ 황산 춘정 운동기구 설치 7,000

○ 산이 예동 운동기구 설치 7,000

○ 문내 남외 운동기구 설치 7,000

○ 문내 고평 운동기구 설치 7,000

○ 화원 사동 운동기구 설치 7,000

○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장) 지붕 방수

70,000

20,000,000원*4개소

5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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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0원*1식

5,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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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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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공원내 운동기구 설치

30,000

○ 구 북평상고 철거 및 리모델링

100,000

○ 해남광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10,000

10,000,000원*3개소

10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체육시설 유지 관리 1,449,500 1,366,914 82,586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1,449,500 1,366,914 82,586

101 인건비 143,262 118,614 24,648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760 29,760 0

○ 수영장근무자 급량비(강사,안전,안내,보일러

,청소) 24,960

○ 우슬국민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

4,000

○ 우슬체육공원 근무자 피복비

800

8,000원*10명*26일*12월

200,000원*10명*2회

200,000원*2명*2회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502 88,854 24,648

○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19,750

○ 해남광장 환경정비 3,950

○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기계)

17,280

○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인력)

26,544

○ 각종체육행사 청소(자체, 전국)

21,330

○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장) 청소

24,648

79,000원*5명*50일

79,000원*1명*50일

160,000원*6명*6일*3회

79,000원*8명*7일*6회

79,000원*3명*3일*30회

79,000원*1명*26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276,358 1,216,420 59,938

01 사무관리비 193,658 228,090 △34,432

○ 우슬체육공원 근무자 피복비 800

○ 국유재산대부료(해남광장)

12,000

○ 금강곡 쉼터부지 임대료 1,500

○ 금강곡 체련공원 부지 임대료

1,000

○ 수영장 탈의실 소모품 구입

1,920

○ 수영장 청소용 소모품 구입

4,200

○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구입(방향제,화장지)

15,480

○ 수영장 시설관리 용품구입

4,400

○ 수영장 회원관리용 소모품 구입

1,320

200,000원*4명

12,000,000원*1회

1,500,000원*1회

1,000,000원*1회

40,000원*2종*2개소*12월

50,000원*7종*12월

30,000원*43개소*12월

220,000원*5종*4회

55,000원*4종*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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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9,450

○ 우슬체육공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7,920

○ 우슬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30,240

○ 체육시설 관리용 소규모 임차료(운반차,굴착

기등) 5,400

― 천연잔디복토 1,000

― 시설물 관리 4,4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3,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위성방송 수신료

1,440

○ 수영장 및 미암체육공원 수질검사료

3,840

○ 공공체육시설 및 공용화장실 방역

5,88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정수기 및 비데 관리

5,400

○ 우슬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10,000

○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10,000

○ 체육시설 소방방화관리 대행

20,160

○ 다목적생활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584

○ 우슬동백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584

○ 우슬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980

○ 금강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1,560

○ 체육시설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0

○ 우슬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용역

16,000

○ 수영장 물교체 청소용역 14,000

1,050원*30매*25일*12월

165,000원*4개소*12월

420,000원*6개소*12월

1,000,000원*1회

550,000원*8회

300,000원*12월

30,000원*4대*12월

320,000원*12회

980,000원*6월

45,000원*10대*12월

5,000,000원*2회

5,000,000원*2회

140,000원*12개소*12월

132,000원*12월

132,000원*12월

165,000원*12월

130,000원*12월

250,000원*4개소

10,000원*800톤*2회

7,0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1,082,700 988,330 94,370

○ 우슬체육공원 수목보호 관리 20,100

― 수형조절 11,100

― 병충해 종합방제 4,000

― 수관주사 및 영양제 공급

5,000

○ 우슬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

216,000

○ 체육시설 소방안전 협회비 200

37,000원*300주

1,000원*4,000리터

5,000,000원*1회

18,000,000원*12월

20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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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시설 예취용 유류 구입

2,700

○ 수영장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1,080

○ 우슬체육관 유지관리 8,000

○ 체육시설 소방설비 유지관리

12,000

○ 소방내연기관 및 발전기 유지관리

13,200

○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안전기 및 램프교체

26,000

○ 체육관 안정기 및 램프교체

36,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안정기 및 램프교체

16,000

○ 수영장 노후 전등 보수 8,000

○ 우슬동백체육관 유지관리 10,0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유지관리

8,000

○ 금강체육관 유지관리 6,000

○ 우슬경기장 유지관리 6,000

○ 우슬트레이닝센터 유지관리

6,000

○ 우슬소프트테니스장 유지관리

6,000

○ 우슬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유지관리

12,000

○ 파크골프장 및 해남야구장 유지관리

10,000

○ 읍면게이트볼장 유지 관리

14,000

○ 해남광장 유지관리 6,000

○ 미암 및 금강체련공원 유지관리

10,000

○ 우슬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0,000

○ 축구전용구장 시설물 유지 관리

12,000

○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

12,000

○ 체육관 배수펌프 및 배기팬 유지 보수

6,000

○ 미암,금강체육공원 의자 및 운동기구 보수

8,000

○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0

○ 우슬체육공원 정자, 쉼터 오일스텐

10,000

1,500원*120리터*3대*5회

1,350원*200리터*2대*2회

8,000,000원*1식

1,000,000원*12개소

1,100,000원*12대*1회

1,300,000원*10개소*2회

2,000,000원*9개소*2회

4,000,000원*4회

400,000원*20개

10,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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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원*2개소

1,000,000원*14개소

6,000,000원*1식

5,000,000원*2개소

20,000,000원*1식

4,000,000원*3개소*1회

1,000,000원*12월

1,000,000원*6개소

2,000,000원*2개소*2회

1,000,000원*14개소

1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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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시설 방송장비 유지관리

7,200

○ 체육시설 소방 비상 유도등 교체

2,000

○ 우슬체육관 전기요금(500KW)

72,000

○ 금강체육관 전기요금(35KW) 9,600

○ 우슬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600KW)(수영장)

156,000

○ 우슬트레이닝장 전기요금(300KW)

38,400

○ 다목적생활체육관 전기요금(35KW)(장애인체

육관) 6,000

○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6,000

○ 해남광장 분수대 전기요금 1,200

○ 우슬동백체육관 전기요금(300KW)

72,000

○ 읍면게이트볼장 냉.난방비

24,000

○ 우슬경기장 정문 아치전광판 전기요금

1,800

○ 우슬체육공원 전광판 유지 관리

24,000

○ 우슬체육공원 CCTV교체

20,000

○ 미암체육공원음수대 전기요금

600

○ 우슬체육공원 통신요금(펜싱체육관)

1,200

○ 수영장 및 동백체육관 연료구입(LPG)

36,000

○ 소방시설 소방엔진 연료 구입비

1,620

○ 수영장 기계설비유지관리 8,000

○ 수영장 보일러 유지관리 2,000

○ 수영장 여과기 청소 및 여과재 교체

20,000

○ 수영장 배관 밸브교체 3,200

○ 수영장 열회수장치 필터교체 및 청소

6,000

○ 수영장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600

○ 수영장 자동제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8,000

○ 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유지관리

6,000

300,000원*6개소*4회

100,000원*20개

6,000,000원*12월

800,000원*12월

13,000,000원*12월

3,200,000원*12월

500,000원*12월

500,000원*12월

100,000원*12월

6,000,000원*12월

200,000원*20개소*6개월

150,000원*12월

2,000,000원*6개소*2회

2,000,000원*10대*1회

50,000원*12월

50,000원*2회선*12월

1,200원*5,000리터*6월

1,350원*50리터*12대*2회

8,000,000원*1식

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원*4개소

3,000,000원*1개소*2회

300,000원*12월

1,500,000원*12월

3,0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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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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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80 22,280 △10,400

01 재료비 11,880 22,280 △10,400

○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

2,400

○ 수영장 정수용 약품 구입

4,680

○ 우슬경기장 잔디 관리용품 구입

4,800

10,000원*20포대*12월

39,000원*10통*12월

12,000원*4종*50포*2회

405 자산취득비 18,000 9,600 8,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9,600 8,400

○ 우슬체육공원 풀베기 승용예취기 구입

15,000

○ 농약살포기 및 자동호스릴 구입

3,000

15,000,000원*1식

3,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스포츠사업단) 45,928 52,804 △6,876

기본경비(스포츠사업단) 45,928 52,804 △6,876

기본경비(스포츠사업단) 14,920 14,500 420

201 일반운영비 9,000 12,000 △3,000

01 사무관리비 9,000 12,000 △3,000

○ 부서운영비(총액) 9,0009,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5,920 2,500 3,42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0 400 720

○ 스포츠사업단(정원28명) 1,12040,000원*28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2,100 2,7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28명)

4,800400,000원*12월

기본경비(스포츠마케팅팀) 16,416 11,808 4,608

201 일반운영비 9,216 4,608 4,608

01 사무관리비 9,216 4,608 4,608

○ 스포츠마케팅팀 업무추진 급량비

9,2169,216,000원

202 여비 7,200 7,200 0

01 국내여비 7,200 7,200 0

○ 기본 국내여비 7,2007,200,000원

기본경비(체육시설팀) 14,592 12,96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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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0 7,20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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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스포츠사업단

정책: 행정운영경비(스포츠사업단)

단위: 기본경비(스포츠사업단)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7,680 7,200 480

○ 기본 국내여비 7,6807,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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