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문화 회관 운영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375,980 1,814,563 561,417

[기         9,720]

[분        20,000]

[도         4,860]

[군     2,341,400]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463,254 513,446 △50,192

[분        20,000] 513,446

[군       443,254] 513,446

문화 회관 운영 222,121 260,673 △38,552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 유지 관리 202,121 260,673 △58,552

101 인건비 4,080 4,080 0

34,000원*2명*60일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회관 청소인부

4,080 4,080

4,080

201 일반운영비 142,061 144,673 △2,612

   4,000,000원 =

   8,000원*50개 =

   350,000원*12월 =

   6,000원*40통*12월 =

   5,000원*1,060석 =

   50,000원*4회*8월 =

   50,000원*6분*12월 =

   1,000원*1,000매 =

1,500,000원*2회 =

50,000원*12월 =

   450,000원*12월 =

900,000원*1종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문화체육회관 운영물품 구입

    ―문화회관 난간 손잡이 광택제 구입

    ―화장실 방향제,물비누,화장지 구입

    ―공연 관람객 음용수 구입

    ―공연장 관람석 의자 스팀 세탁

    ―영화상영 및 행사용 CD구입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묘
       구입

    ―회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

    ―회관 물탱크 청소비

    ―노래반주기 업그레이드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체육회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냉난방기검사수수료

26,580

115,481

26,580

26,580

 4,000

 400

 4,200

 2,880

 5,300

 1,600

 3,600

 1,000

3,000

600

△2,612118,093

60,200

 5,4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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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문화 회관 운영

300,000원*2회 =

   750,000원*6회 =

1,200,000원*1식 =

   100,000원*2회 =

   3,000,000원*12월 =

   200,000원*12월 =

   9,000,000원*1회 =

   1,165원*40ℓ*4시간*120일 =

500,000원*1대 =

100,000원*5대 =

   500,000원*5종 =

   1,000,000원*2개소 =

200,000원*30종 =

3,000,000원*1식 =

1,000,000원*3개소 =

800,000원*4개소 =

   30,000원*110등 =

200,000원*3회 =

500,000원*1회 =

   3,000,000원*1회 =

   1,000원*4,813㎡ =

    ―정화조 청소 수수료

    ―문화체육회관 방역수수료

    ―소방안전점검수수료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관리자협회비

    ―문화체육회관 전기료

    ―문화체육회관 상하수도요금

    ―문화회관 화재 보험료

  ○연료비

    ―문화체육회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유지 관리

    ―프린트 유지 관리

    ―전기 및 발전기 유지 관리

    ―문화회관 및 체육관 소방설비 유지 관
       리

    ―무대기기 유지 관리

    ―자동제어 유지 관리

    ―디머 유지 관리

    ―음향시설 유지 관리

    ―공연장 객석등 유지 관리

    ―피아노 유지 관리

    ―빔프로젝트 유지 관리

    ―보일러 펌프 배관 유지비

    ―문화체육회관 유지 관리

600

 4,500

1,200

 200

 36,000

 2,400

 9,000

22,368

 22,368

32,913

500

500

 2,500

 2,000

6,000

3,000

3,000

3,200

 3,300

600

500

 3,000

 4,813

202 여비 17,280 17,280 0

 20,000원*11일*4명*12월 =

 70,000원*4명*3일*8회 =

01  국내여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운영업무 추진

  ○기획공연 업무 추진

17,280 17,280

 10,560

 6,720

206 재료비 17,700 23,840 △6,140

01  재료비 17,700 △6,140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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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문화 회관 운영

 50,000원*7종*10회 =

50,000원*12종*2회 =

400,000원*5종 =

 300,000원*10종 =

1,000,000원*1식 =

1,000,000원*1식 =

 1,200,000원*5종 =

  ○무대특수조명램프 구입

  ○조명칼라 필터 구입

  ○무대조명시설 부품 구입

  ○보일러 및 위생설비 부품

  ○급탕보일러 세관

  ○보일러 청관제 구입

  ○냉,온수기 흡수 액정제 구입

 3,500

1,200

2,000

 3,000

1,000

1,000

 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 70,000 △55,000

 3,000,000원*3식 =

 1,000,000원*2본 =

 2,000,000원*2식 =

04  시설비

  ○문화회관 모터 및 펌프 교체 공사

  ○문화회관 주변 조경수 식재 공사

  ○공연장 에어컨 및 온풍기 커버 설치

15,000 △55,00070,000

 9,000

 2,000

 4,000

405 자산취득비 6,000 800 5,200

300,000원*20개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회관 광장 화분 구입

6,000 5,200800

6,000

문화회관 공연장 보수 공사 20,000 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12,000,000원*1식 =

2,000,000원*4개 =

04  시설비

  ○문화회관 공연장 천정 및 벽 보수 공사

  ○공연장 바텐 교체 공사

20,000 20,0000

 12,000

8,000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97,280 76,700 20,580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97,280 76,700 20,580

201 일반운영비 19,680 16,700 2,980

50,000원*40회 =

500,000원*8회 =

   100,000원*2회*12월 =

   5,000원*10명*30회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연 현수막 제작

    ―공연 홍보지 인쇄

    ―영화 상영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

  ○급량비

    ―문화회관 및 체육관 각종 행사 근무자
       급식

16,700 16,700

8,400

2,000

4,000

 2,400

1,500

 1,500

- 3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200,000원*2대*17면 =

20,000원*12회 =

20,000원*12회 =

   2,500,000원*1회 =

  ○임차료

    ―문화예술공연 버스 임차료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무대기술인 협회비

    ―음향기술인 협회비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가입비

2,980

6,800

 6,800

2,9800

2,980

240

240

 2,500

301 일반보상금 75,000 60,000 15,000

15,000,000원*3회 =

2,500,000원*8회 =

5,000원*50명*20회 =

20,000원*50명*5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위안 기획 공연비

  ○영화상영

  ○공연단급식

12  기타보상금

  ○공연단 기념품 구입

70,000

5,000

15,00055,000

45,000

20,000

5,000

5,000

5,000

405 자산취득비 2,600 0 2,600

120,000원*10개 =

35,000원*40개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연장 탁자 구입

  ○공연장 의자 구입

2,600 2,6000

1,200

1,400

공공도서관 운영

143,853 176,073 △32,220

[분        20,000] 176,073

[군       123,853] 176,073

쾌적한 도서관 운영 90,853 108,073 △17,220

201 일반운영비 58,323 57,343 980

   30,000원*3종*12월 =

20,000원*2박스*12월 =

   100,000원*12월 =

   1,000원*200명 =

   150,000원*12월 =

   500원*1,000매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서관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도서관 유지 운영 물품 구입

    ―도서관 견학자 음료 구입

    ―화장실 방향제 및 휴지 구입

    ―도서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

23,030 20022,830

12,130

 1,080

480

 1,200

 200

 1,8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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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공공도서관 운영

   100,000원*8종 =

   13,000원*10종*12월 =

   12,000원*15종*12월 =

   50,000원*10회 =

   200원*2,000장 =

   100,000원*2롤 =

   300,000원*1개 =

   500원*500장 =

   700,000원*1식 =

   70,000원*15명*2회 =

   50,000원*8종*20회 =

   5,000원*4명*40회 =

   100,000원*2명 =

300,000원*1회 =

100,000원*5회 =

40,000원*1회 =

5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60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30,000원*12월 =

1,000,000원*1회 =

1,165원*26*4시간*120일 =

    ―도서관 회원증 및 각종 서식 유인

    ―도서관 비치용 신문 구입

    ―도서관 비치용 잡지 구입

    ―도서관 홍보 현수막 제작

    ―도서전산입력 분류 라벨 구입

    ―도서전산입력 도서 보호 테잎 구입

    ―도서전산입력 UPS 축전지 구입

    ―도서전산입력 CD 케이스 구입

    ―도서관 안내 표지판 제작비

  ○운영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문화강좌 강사 수당

  ○급량비

    ―DVD 상영 근무자 급식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도서관 대회 부담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

    ―도서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산교육장 통신요금

    ―교육방송 및 유선방송

    ―우편요금

    ―도서관 화재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5,293

 800

 1,560

 2,160

 500

 400

 200

 300

 250

 700

10,100

 2,100

 8,000

800

 800

78034,513

13,800

 200

300

500

40

600

1,200

7,200

1,200

1,200

360

1,000

14,540

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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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공공도서관 운영

50,000원*4개*2회 =

500,000원*1대 =

150,000원*6대 =

   1,000,000원*1식 =

1,000,000원*1식 =

   500,000원*1식 =

500,000원*1식 =

500,000원*1식 =

   600,000원*1식 =

1,000원*1,053㎡ =

    ―정수기 유지 관리

    ―복사기 유지 관리

    ―프린트 유지 관리

    ―전산화기기 유지 관리

    ―냉난방기 유지 관리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 관리

    ―빔프로젝트 유지 관리

    ―디지털실 유지 관리

    ―도서관리DB서버 유지 관리

    ―청사 유지 관리

400

500

900

 1,000

1,000

 500

500

500

 600

1,053

202 여비 17,280 17,280 0

 20,000원*4명*11일*12월 =

 70,000원*4명*3일*8회 =

01  국내여비

  ○군립도서관 업무 추진(관내)

  ○군립도서관 업무 추진(관외)

17,280 17,280

 10,560

 6,720

301 일반보상금 3,300 3,000 300

 5,000원*6명*10회 =

20,000원*50명 =

10,000원*70장 =

10,000원*30장 =

10,000원*100장 =

10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관 자원 봉사자 급식비

12  기타보상금

  ○도서수집에 따른 보상금

  ○독서감상문 시상

  ○다독자 시상

  ○독서퀴즈 시상

300

3,000

3000

 300

3,000

1,000

700

300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 7,000 △3,000

4,000,000원*1식 =

04  시설비

  ○도서관 내부 도색 공사

4,000 △3,0007,000

4,000

405 자산취득비 7,950 23,450 △15,500

1,450,000원*1대 =

500,000원*1대 =

6,000,000원*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실 컴퓨터 구입

  ○핸드스캐너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7,950 △15,50023,450

1,450

500

6,000

공공도서관 운영(이양) 53,000 68,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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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이양)
[분        20,000] 68,000

[군        33,000] 68,000

307 민간이전

8,000 8,000 0

[분         5,000] 8,000

[군         3,000] 8,000

8,000,000원 =

02  민간경상보조

  ○문고지원 도서 구입

8,000

[분         5,000]

[군         3,000]

8,000

8,000

[분         5,000]

[군         3,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 30,000 0

[분        10,000] 30,000

[군        20,000] 30,000

30,000,000원 =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0

[분        10,000]

[군        20,000]

30,000

30,000

[분        10,000]

[군        20,000]

405 자산취득비

15,000 30,000 △15,000

[분         5,000] 30,000

[군        10,000] 30,000

7,500,000원*2회 =

02  도서구입비

  ○군립도서관 자료 구입

15,000

[분         5,000]

[군        10,000]

△15,00030,000

15,000

[분         5,000]

[군        10,000]

체육공간 조성 427,386 205,759 221,627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212,386 205,759 6,627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 관리 16,152 0 16,152

201 일반운영비 16,152 0 16,152

   100,000원*12월 =

   70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천후게이트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
       수료

    ―전천후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전화요금

16,152 16,1520

12,000

 1,200

 8,4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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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체육공간 조성
단위: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100,000원*12월 =

55,000원*12월 =

70,000원*10등 =

2,792㎡*1,000원 =

    ―전천후게이트볼장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

    ―경기라이트 유지비

    ―청사시설유지비

 1,200

4,152

660

700

2,792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지 관리 196,234 205,759 △9,525

101 인건비 11,220 11,220 0

34,000원*5명*18일 =

 34,000원*2명*30일*2개소 =

 34,000원*5명*24일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동장 청소 인부

  ○항일독립기념탑·열린문화마당 예초 및
   조경인부

  ○잔디구장 관리 청소 인부

11,220 11,220

3,060

 4,080

 4,080

201 일반운영비 59,534 54,459 5,075

   5,000원*20통*12월 =

   5,000원*3명*100일 =

100,000원*1회 =

200,000원*2회 =

   450,000원*1회 =

   12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25,000원*12월 =

   800,000원*12월 =

   50,000원*12월 =

800,000원*12월 =

   100,000원*12월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 기록보존사진
       대

  ○급량비

    ―관리업무 추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력기술인 협회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가용 전기 설비 정기검사수수료

    ―종합운동장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테니스장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열린문화마당 상하수도 요금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둔덕산 가로등 전기요금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

2,700

56,834

2,700

1,200

 1,200

1,500

 1,500

5,07551,759

24,890

100

400

 450

 1,440

 1,200

 300

 9,600

 600

9,6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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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체육공간 조성
단위: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1,165원*10ℓ*4시간*120일 =

1,402원*30ℓ*30일 =

   1,165원*30ℓ*10일 =

1,402원*40ℓ*10일 =

2,000,000원 =

   100,000원*77등 =

   500,000원*4대 =

   70,000원*50등 =

   50,000원*30등 =

100,000원*17개소 =

70,000원*50등 =

   1,000원*2,279㎡ =

  ○연료비

    ―종합운동장 관리실 연료

    ―잔디예초기 연료

    ―경운기(배토기) 연료

    ―배낭식예초기 연료

  ○차량비

    ―운동장 관리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체육관 경기라이트 유지

    ―체육시설물관리기계 유지(잔디예초기,
       배토기, 경운기 등)

    ―운동장 전기시설 및 가로등 관리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 관리

    ―화장실 유지 관리

    ―보안등 유지 관리

    ―운동장 청사 유지 관리

7,765

 5,592

1,262

 350

561

2,000

2,000

22,179

 7,700

 2,000

 3,500

 1,500

1,700

3,500

 2,279

202 여비 25,920 25,920 0

 20,000원*6명*11일*12월 =

 70,000원*6명*3일*8회 =

01  국내여비

  ○체육시설물관리 추진(관내)

  ○체육시설물관리 추진(관외)

25,920 25,920

 15,840

 10,08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1,000,000원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시책 추진

1,000 1,000

 1,000

206 재료비 13,660 9,160 4,500

6,000원*25㎏ =

6,000원*30장 =

1,200원*150개 =

3,000원*500개 =

01  재료비

  ○운동장 일원 수목 월동용품 구입

    ―철사

    ―거적

    ―말목

    ―포집기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관리

13,660 4,5009,160

2,010

150

180

180

1,50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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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체육공간 조성
단위: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80,000원*3회 =

3,000원*100포 =

3,000원*100포 =

200원*6,300㎡*1회 =

5,000원*300포 =

600,000원*3회 =

150,000원*5회 =

500,000원*2회 =

   2,000원*1,000㎡ =

50,000원*50등 =

    ―약제

    ―발효계분

    ―비료

  ○천연잔디구장 관리

    ―배토사

    ―규산 및 유기질

    ―병해충 농약대

    ―화학비료

    ―잔디영양제

    ―천연잔디 및 마사토 구입

  ○테니스장 조명 램프 구입

240

300

300

8,310

1,260

1,500

1,800

750

1,000

 2,000

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4,000 104,000 △20,000

 15,000,000원*1식 =

 30,000원*300장 =

 2,500,000원*4점 =

 49,500,000원 =

 500,000원 =

04  시설비

  ○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조계단 설치 공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보수 공사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설치 공사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06  시설부대비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부대비

83,500

500

△20,000103,500

 15,000

 9,000

 10,000

 49,500

500

 500

405 자산취득비 900 0 900

500,000원*1대 =

400,000원*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력전정기(양날)

  ○예초기

900 9000

500

400

체육시설물 주변 기반 확충 215,000 0 215,000

종합운동장 화장실 확충 공사 165,000 0 16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5,000 0 165,000

 165,000,000원*4.08% =

 157,080,000원*1식 =

02  실시설계비

  ○종합운동장 실외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04  시설비

  ○종합운동장 실외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6,732

157,080

6,7320

 6,732

157,0800

 15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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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체육공간 조성
단위:체육시설물 주변 기반 확충

 165,000,000원*0.72% =

06  시설부대비

  ○종합운동장 실외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부대비

1,188 1,1880

 1,188

종합운동장 전력용량 증설 공사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50,000,000원*5.46% =

 46,730,000원*1식 =

 50,000,000원*1.08% =

02  실시설계비

  ○종합운동장 전력용량 증설 공사

04  시설비

  ○종합운동장 전력용량 증설 공사

06  시설부대비

  ○종합운동장 전력용량 증설 공사 부대비

2,730

46,730

540

2,7300

 2,730

46,7300

 46,730

5400

 540

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350,950 313,820 37,130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350,950 313,820 37,130

내실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327,250 112,770 214,480

101 인건비 25,342 0 25,342

34,000원*1명*130일 =

 34,000원*2명*130일 =

 34,000원*1명*130일 =

 34,000원*2명*30일*2회 =

30,600,000원*15/1,000*1식 =

30,600,000원*27/1,000*1식 =

30,600,000원*50/1,000*1식 =

30,600,500원*25/1,000*1식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표소 관리인부

  ○남녀 탈의실(샤워장)관리 인부

  ○청소년센터 건물 청소 인부

  ○수영장 청소 인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25,342 25,3420

4,420

 8,840

 4,420

 4,080

3,582

459

827

1,530

766

201 일반운영비 270,248 106,270 163,978

   50,000원*6명*12월 =

   500원*10,000매 =

   10,000원*100권*5회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년센터 운영 각종 소모품 구입

    ―수영장 입장권 제작 등

    ―교양교실 교육 교재 유인

43,520 14,15029,370

36,140

 3,600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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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위: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50,000원*20종 =

   60,000원*6개소*12회 =

   12,000원*5종*12월 =

   20,000원*10박스*12개월 =

   400,000원*1대*2회 =

200,000원*5대*2회 =

   100,000원*3종*12월 =

   50,000원*6종*12월 =

   500원*2,000매 =

   10,000원*10명*2회 =

200,000원*2회 =

   1,000,000원*1식 =

   500,000원*1식 =

   1,000,000원*1회 =

   50,000원*3개반*2시간*15회 =

5,000원*6명*8일*12월 =

   50,000원*12월 =

300,000원*12월 =

3,000,000원*12월 =

   2,000,000원*12월 =

   400,000원*12월 =

   900,000원*1회 =

   200,000원*2대*1회 =

    ―청소년센터 운영 각종 일지 유인

    ―프로그램 운영 홍보현수막 제작

    ―청소년센터 신문 구독

    ―복사용지 구입

    ―칼라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교체

    ―프린트 토너 구입

    ―화장실 휴지, 비누 등 소모품 구입

    ―청소년센터 청소용품 구입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청소년센터 근무자 패용 명찰 구입

    ―양호실 구급약품 구입

    ―수영장 소모품(헬파, 킥보드 등)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청소년센터 수영장 청소용역비

  ○운영 수당

    ―교양 교실 강사 수당

  ○급량비

    ―특근자 급량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정보자료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청소년센터 전화료

    ―청소년센터 전기료

    ―청소년센터 상하수도 요금

    ―청소년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26,728

 1,000

 4,320

 720

 2,400

 800

2,000

 3,600

 3,600

 1,000

 200

400

 1,000

 500

 1,000

4,500

 4,500

2,880

2,880

149,82876,900

90,100

 600

3,600

36,000

 24,000

 4,800

 900

 400

- 1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위: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250,000원*2대*12월 =

   200,000원*2대*1회 =

1,500,000원*1회 =

   300,000원*12회 =

2,000,000원*1회 =

1,500,000원*2회 =

   100,000원*2회 =

100,000원*1회 =

   3,000,000원*1식 =

   1,164원*30ℓ*10시간*26일*12월 =

4,577㎡*1,000원 =

250,000원*12월 =

   300,000원*1대*4회 =

   300,000원*2식*3회 =

500,000원*1대*2회 =

   300,000원*1대*2회 =

1,500,000원*1대*1회 =

   4,000,000원*1식*1회 =

   300,000원*3식*2회 =

   3,000,000원*1식 =

   500,000원*5종 =

   100,000원*10종 =

   250,000원*2식*2회 =

   70,000원*10등 =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 수수료

    ―냉동기 검사 수수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청소년센터 방역 수수료

    ―물탱크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 관리자 협회비

    ―전력기술인 협회비

    ―청소년센터 상해보험 가입비

  ○연료비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무인방범 관리 용역비

    ―수영장 수중 청소기 유지 보수비

    ―체력단련기구 유지 보수비

    ―복사기 유지 보수

    ―모사전송기 유지 보수

    ―보일러 세관비

    ―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교체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지열시스템 유지 관리(냉난방)

    ―예비용 발전기 유지 관리비

    ―대강당 무대기기 유지 관리비

    ―수영장 전등 및 전력기기 유지 관리

    ―옥외 가로등 유지 관리비

 6,000

 400

1,500

 3,600

2,000

3,000

 200

100

 3,000

108,951

 108,951

27,677

4,577

3,000

 1,200

 1,800

1,000

 600

1,500

 4,000

 1,800

 3,000

 2,500

 1,000

 1,000

 700

202 여비 12,960 0 12,960

01  국내여비 12,960 1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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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위: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20,000원*3명*11일*12월 =

 70,000원*3명*3일*8회 =

  ○청소년 업무추진(관내)

  ○청소년 업무추진(관외)

 7,920

 5,040

206 재료비 18,700 6,500 12,200

3,000원*50ℓ*12월 =

 100,000원*12월 =

1,000,000원*12월 =

 400,000원*3종*1회 =

 70,000원*10종 =

 20,000원*15종*6회 =

01  재료비

  ○보일러 청관제 구입

  ○보일러 연수기 소금 구입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수영장 정수약품 자동 센서 구입

  ○전기 및 기계설비 작업용 공구 구입

  ○전등기구 전기관련 소모품 구입

18,700 12,2006,500

1,800

 1,200

12,000

 1,200

 700

 1,800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 23,700 201,050 △177,350

201 일반운영비 7,600 10,000 △2,400

   12,000원*10종*12월 =

   30,000원*5종*12월 =

   50,000원*12월 =

   6,000원*30통*12월 =

   1,000,000원 =

   300,000원*2대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보자료실 비치용 잡지 구입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활용 비품

    ―동아리방 운영 비품 구입

    ―이용객 음용수 구입

    ―실내조경용 소품(화분 등) 구입

    ―청소년센터 정수기필터교체 및 종이컵
       구입

7,600 △2,40010,000

7,600

 1,440

 1,800

 600

 2,160

 1,000

 600

405 자산취득비 16,100 131,050 △114,950

 2,000,000원*1대  =

 700,000원*1대 =

900,000원*1대 =

 500,000원*2식 =

20,000원*10개 =

500,000원*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영장 바닥 고압 세척기 구입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디지털카메라 구입

  ○청소년센터 TV 구입

  ○정보자료실 도서 정리용 책장 구입

  ○정보자료실 헤드폰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16,100 △114,950131,050

 2,000

 700

900

 1,000

2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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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도전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위: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2,000,000원*1대 =

1,000,000원*1대 =

 250,000원*10개 =

 100,000원*40개 =

 300,000원*1대 =

1,000,000원*1대 =

  ○청소년센터 정수기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동아리방 공예실 책상 구입

  ○동아리방 공예실 의자 구입

  ○청소년프로그램용 스캐너 구입

  ○예절실 전기렌지 구입

 2,000

1,000

 2,500

 4,000

 300

1,000

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1,134,390 781,538 352,852

[기         9,720] 781,538

[도         4,860] 781,538

[군     1,119,810] 781,538

인력운영비

1,075,420 733,668 341,752

[기         9,720] 733,668

[도         4,860] 733,668

[군     1,060,840] 733,668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기금)

20,681 0 20,681

[기         9,720] 0

[도         4,860] 0

[군         6,101] 0

101 인건비

20,681 0 20,681

[기         9,720] 0

[도         4,860] 0

[군         6,101] 0

1,565,250원*12월 =

   (38,200원/8시간)*1.5*13시간*1명*12월 =

3,000원*1명*260일 =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봉급

    ―시간외수당

    ―간식비

20,681

[기         9,720]

[도         4,860]

[군         4,203]

20,6810

20,681

18,783

[기         9,720]

[도         4,860]

[군         4,203]

 1,118

780

인력운영비 1,054,739 733,668 3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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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단위: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1,004,699 695,988 308,711

2,908,900원*1명*12월*1.018 =

2,384,500원*5명*12월*1.018 =

1,783,900원*2명*12월*1.018 =

2,210,700원*1명*12월*1.018 =

1,885,300원*9명*12월*1.018 =

1,439,300원*2명*12월*1.018 =

494,216,000원*1/12 =

9,622원*1명*40시간*12월*1.018 =

   8,165원*5명*40시간*12월*1.018 =

   7,325원*3명*40시간*12월*1.018 =

   6,564원*9명*40시간*12월*1.018 =

   5,887원*2명*40시간*12월*1.018 =

9,622원*1명*6시간*5월*1.018 =

   8,165원*5명*6시간*5월*1.018 =

   7,325원*3명*6시간*5월*1.018 =

   6,564원*9명*6시간*5월*1.018 =

   5,887원*2명*6시간*5월*1.018 =

40,000원*12명*12월 =

20,000원*31명*12월 =

49,400원*1명*4회 =

01  기본급

  ○봉급

    ―5급

    ―6급

    ―7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상여금

    ―정근수당

02  수당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및 기능6급

    ―7급 및 기능7급

    ―8급 및 기능8급

    ―9급 및 기능9급

  ○산불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및 기능6급

    ―7급 및 기능7급

    ―8급 및 기능8급

    ―9급 및 기능9급

  ○정액수당

    ―가족수당

      ㆍ배우자

      ㆍ존속,비속

    ―자녀학비보조수당

      ㆍ중학생

535,401

131,617

144,715390,686

494,216

35,536

145,646

43,585

27,006

207,278

35,165

41,185

41,185

32,64898,969

70,010

4,702

 19,949

 10,738

 28,867

 5,754

4,378

294

 1,247

 672

 1,805

 360

57,229

13,200

5,760

7,440

9,17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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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단위:인력운영비

373,850원*6명*4회 =

130,000원*9명*12월 =

     80,000원*5명*12월 =

     60,000원*1명*12월 =

     50,000원*1명*12월 =

40,000원*5명*12월 =

     2,384,500원*4명*0.048*12월*1.018 =

     2,210,700원*1명*0.048*12월*1.018 =

     1,439,300원*2명*0.048*12월*1.018 =

50,000원*1명*12월 =

30,000원*5명*12월 =

20,000원*1명*12월 =

40,000원*1명*12월 =

50,000원*1명*12월 =

130,000원*20명*12월 =

140,000원*1명*12월 =

130,000원*8명*12월 =

120,000원*11명*12월 =

494,216,000원*1.2/12 =

494,216,000원*2.0/12 =

 494,216,000원/12월*1/30*20일 =

      ㆍ고등학생

    ―정근수당가산금

      ㆍ25년이상

      ㆍ15년이상 20년 미만

      ㆍ10년이상 15년 미만

      ㆍ5년이상 10년 미만

    ―위험근무수당

      ㆍ을종

    ―대우공무원수당

      ㆍ6급

      ㆍ7급

      ㆍ기능9급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ㆍ안전관리수당

      ㆍ사서수당

      ㆍ장려수당

        ※통신시설

    ―업무대행수당

0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04  교통보조비

  ○5급

  ○6~7급

  ○8급이하

0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06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07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31,200

30,000

49,422

82,370

27,457

8,973

20,160

14,040

 4,800

 720

 600

2,400

2,400

8,578

 5,593

 1,297

 1,688

600

2,520

1,800

240

480

480

600

7,80023,400

31,200

6,48023,520

1,680

12,480

15,840

13,35836,064

49,422

22,26460,106

82,370

7,42120,036

 2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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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단위:인력운영비

38,200원*3명*260일 =

29,796,000원*4/12 =

38,200원*3명*52일 =

38,200원*3명*15일 =

   (38,200원/8시간)*1.5*13시간*3명*12월 =

   (38,200원*1.5)*3명*52일 =

3,000원*3명*260일 =

32,100원*1명*250일 =

8,025,000원*4/12 =

32,100원*52일*1명 =

32,100원*1명*16일 =

   (32,100원/8시간)*13시간*1.5*1명*12월 =

32,100원*3명*250일 =

8,025,000원*4/12*3명 =

32,100원*3명*52일 =

   (32,100원/8시간)*13시간*1.5*3명*12월 =

32,100원*3명*15일 =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센터 수영, 헬스장 운영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간식비

  ○도서관 장서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도서관,문화회관,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물 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117,232 74,02543,207

62,039

29,796

9,932

5,960

1,719

 3,353

 8,939

2,340

13,823

8,025

2,675

1,670

514

 939

 41,370

24,075

8,025

5,008

 2,817

1,445

203 업무추진비 5,040 3,600 1,440

40,000원*21명 =

 350,000원*12월 =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부서 운영

840

4,200

240600

840

1,2003,000

 4,200

204 직무수행경비 45,000 34,080 10,920

150,000원*1명*12월 =

250,000원*1명*12월 =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소장

02  직급보조비

  ○5급

1,800

31,200

1,800

1,800

7,32023,8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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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단위:인력운영비

155,000원*5명*12월 =

140,000원*3명*12월 =

105,000원*11명*12월 =

 50,000원*20명*12월 =

  ○6급, 기능6급

  ○7급, 기능7급

  ○8급, 기능8~9급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6급이하)

12,000

9,300

5,040

13,860

3,6008,400

 12,000

기본경비 58,970 47,870 11,100

기본경비 58,970 47,870 11,100

201 일반운영비 49,830 36,990 12,840

20,000원*10박스*12월  =

200,000원*6대 =

   50,000원*12월 =

13,000원*5종*12월 =

116일*1명*30,000원 =

366일*1명*30,000원 =

52일*1명*30,000원 =

312일*1명*30,000원 =

30,000원*52일 =

30,000원*312일 =

   5,000원*17명*30일 =

250원*200통*12월 =

   150,000원*12월 =

   300,000원*12월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 구입

    ―문화회관 관련 부책 구입

    ―일간신문 구입

  ○운영수당

    ―종합운동장 일직

    ―종합운동장 숙직

    ―군립도서관 일직

    ―군립도서관 숙직

    ―청소년센터 일직

    ―청소년센터 숙직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량비(산불, 재해)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화요금(문화체육회관)

    ―방호용역비(문화회관 및 군립도서관)

43,830

6,000

12,84030,990

4,980

2,400

1,200

 600

780

36,300

3,480

10,980

1,560

9,360

1,560

9,360

2,550

 2,550

6,000

6,000

600

 1,800

 3,600

202 여비 7,140 5,880 1,260

 70,000원*17명*2일*3회 =

01  국내여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 추진

7,140 1,2605,880

 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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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책:행정운영경비(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단위:기본경비

405 자산취득비 2,000 5,000 △3,000

 2,000,000원*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체육회관 컬러 프린트 구입

2,000 △3,0005,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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